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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있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알츠가드(Alzguard)를

디지털

제안하고자

한다.

알츠가드는

치매의

경도인지장애,

치매예방,

인지강화, 대화형 에이전트, 챗봇

전단계인

1. 서 론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 대화형 디지털

1.1 경도인지장애 정밀 치료의 필요성

테라퓨틱스이다. 디지털 테라퓨틱스는 디지털 매체를

최근 전세계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해 질병 관리가 가능한 치료제를 말하는데, 비대면
관리와, 개인화된 치료가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이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17 년 기준 70 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통해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요소인 훈련 몰입,

2050

다각적 접근, 개인화된 훈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알츠가드는 이러한 요소를 중점으로 에이전트

년

4.5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7; 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새미’와의 대화, 5 개 영역의 인지강화 훈련, 건강
정보와 소셜
경도인지장애를

테라퓨틱스,

뇌가 손상 또는 파괴되어 인지기능이 감퇴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치료하고 더 나아가 치매를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으로[2],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이다. 따라서, 치매가 발병하기

예방하고자 한다.

전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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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지도 하에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훈련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치매의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치료를
진행하는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것이다[3].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ed;

둘째, 다각적 측면의 훈련이 필요하다. 김두리[10]에

MCI)는 정상 노화와 치매 중간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4]. 경도인지지장애는 약물

따르면, 효과가 입증된 국내 경도인지장애의
비약물적 중재는 인지기능강화, 운동 중재, 음악 중재

치료보다 장기적인 비약물적 치료가 효과적이며[4,5],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또한, 김대건[11]은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WHO[12]가 정의한 건강의 5 개 영역인 신체, 정신,
심리, 사회, 영적 영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훈련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인지강화

훈련

영역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연령 또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특화된 훈련을

외에도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은 평균 5 개의 훈련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병원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다양한 중재 콘텐츠와

상담소에서 제공되는데, 이는 환자에게 공간 이동에
대한 부담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 따라서,

훈련 영역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해 맞춤화된 인지강화 훈련

개인화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경도인지장애 치료 효과를 위해선 환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환경에서 제공될

개별 상태를 파악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13].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의 종류와

수 있어야 한다.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1.2 디지털 테라퓨틱스(DTx)

2.2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특성

모바일 통신의 발달로, 헬스케어의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테라퓨틱스는 앞서 언급한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질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Sverdlov[7]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 서비스들은

치료의 특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테라퓨틱스(Digital Therapeutics)라고 불린다.

첫째,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7]. 디지털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예로는 중독 치료를 위해
인지행동 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테라퓨틱스는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 가능하다. 이러한

제공하는 Pear Therapeutics 의 reSET 등이 있다.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특징은 효과적인 경도인지장애

현재 미국의 FDA 는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디지털 테라퓨틱스 의료기기 승인을

치료를 위한 요소들을 모두 만족시킨다. 우선, 디지털
매체의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해 환자가 꾸준히

위한 패스트트랙을 검토 중이다[7]. 또한, 디지털
테라퓨틱스 시장은 2025 년 87 억 달러로 빠른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8].

있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본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테라퓨틱스로

치료를

알츠가드(Alzguard)를

위한

디지털

수집하여

제안하고자

맞춤화된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한다.

둘째, 비대면을 통한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7].

2. 본문

디지털 테라퓨틱스는 스마트폰, 웹 등을 통해 환자의
개인적 공간에서 질병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이나 상담소가 아닌 자신이 편한

2.1 경도인지장애 치료의 특성
경도인지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환경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도인지장애를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한다.

더욱 많은 환자들이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일정 시간 이상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화가

집중해야 한다. 박상미[9]에 따르면,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중재시간이 회당 30 분 이하인 경우, 해당

가능하다[7]. 디지털 테라퓨틱스는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프로그램은 인지기능에 유의한 향상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환자에게

이를

위해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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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낸다[14]. 환자가 인지강화 훈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새미의 대화 전략은 크게 세

상태를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에 따라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가지이다. 첫째는 동기강화상담이다. 동기강화상담은

2.3 서비스 개요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테라퓨틱스로서 본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상담가가
사용하는 대화 전략으로[14], 내담자의 동기 변화를

논문이 제안하는 알츠가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같다.

인식하고 90 일 동안 인지강화 훈련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선제발화이다. 새미는

알츠가드는 스마트폰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

환자가

기반의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대화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다. 알츠가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인지강화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API 형 스마트채팅을 사용하며, 카카오톡 플랫폼과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발화하여, 훈련을 잊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자체 개발한 서버간 통신으로 환자와 에이전트와의
대화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한다. 자체 개발한

느끼게 하는데, 이 역시 환자가 인지강화 훈련을

서버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

Node.js

로

구현하였다.

진행되는 스몰토크를 통해 환자가 새미에게 친밀함을

부분적으로

Google 의 dialogflow 를 활용하여 환자가 발화한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에이전트는 텍스트, 그림, 리스트 카드 등을 통해
환자에게 메시지를 발화한다. 환자는 텍스트 입력과
버튼 형식의 퀵리플라이 기능을 통해 본 치료제의
에이전트와 대화를 주고받는다. 경도인지장애의
환자가 주로 고령자임[1]을 감안하여, 오탈자 등으로
인해 대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퀵리플라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알츠가드는 90 일 동안의 인지강화 훈련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본 커리큘럼은 초기설정단계, 온보딩, 스몰
토크, 인지강화훈련, 아웃보딩으로 각 단계가
구성되며,

일차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기설정단계를 통해 환자는 알츠가드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훈련 미접속 시 에이전트의
선제발화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온보딩
단계에서 환자는 인지강화 훈련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다진다. 스몰토크

그림 1 알츠가드 채팅 화면 예시

단계에서 환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본 치료제의

제공한다. 훈련 영역은 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에이전트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인지강화훈련
단계에서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훈련을 매일

실행능력, 그리고 계산능력으로 카카오톡 채팅
환경에 최적화되어 제공된다. 환자는 매일 각 영역

5 개씩 진행한다. 아웃보딩 단계에서 환자는 자신의

별로 한 개의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본 인지강화

하루 훈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개인화되어
제공된다. 일차 별로 환자에게 필요한 개별 훈련이

알츠가드는 5 개 영역의 18 개 인지강화 훈련을

2.4 서비스 특성

제시되는데, 환자가 진행한 횟수가 적은 훈련이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해 적용된 알츠가드의 기능적

우선적으로 제시된다. 훈련의 난이도 또한 이전 훈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성적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개인화되어 제공된다.

알츠가드는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화 전략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알츠가드는 인지강화 훈련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매일 인지강화 훈련을 진행하기 전 치매에
관한 상식을 제공한다. 치매 상식은 치매 예방 수칙,

알츠가드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는 ‘새미’로 뇌건강
지킴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미의 대화는 칭찬과
맞장구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환자의 공감을

치매에 좋은 음식과 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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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가드는 소셜기능 또한 제공한다. 환자는 자신의
훈련 결과에 대해 공유하거나 자랑할 수 있다. 이는

cognitive functions in older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rchives of

환자가 주변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gerontology and geriatrics, 54(1), 175-180.

하며,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4. Aisen, P. S. (2008). Treatment for MCI: Is the

된다[15].

evidence sufficient?.

3. 결론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중요한

사회적

5. Li, H., Li, J., Li, N., Li, B., Wang, P., & Zhou,
T. (2011). Cognitive intervention for persons

이슈이며,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 meta-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비대면적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analysis. Ageing research reviews, 10(2), 285296.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테라퓨티스가 효과적이다.

6. Sverdlov, O., Van Dam, J., Hannesdottir, K., &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디지털 테라퓨틱스로 본 연구는
알츠가드를 제안하고 있으며, 알츠가드의 특징은

Thornton‐Wells, T. (2018). Digital therapeutics:
an integral component of digital innovation in
drug development. Clinical Pharmacology &

다음과 같다.
알츠가드는 에이전트 새미와의 대화를 통해 인지강화
훈련을 제공하며, 환자의 동기를 강화한다. 또한, 5 개

Therapeutics, 104(1), 72-80.
7. 약업닷컴,

영역의 인지강화 훈련과 건강 정보, 소셜 기능을
제공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접근하고자 한다.

새

부대에'...디지털약,

8. 박상미, 이지선, 이규원, 최원석, & 김정란.

훈련과 그러한 훈련을 환자가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대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추후 단순 정보 제공을

(2017).

지역사회에

경도인지장애

넘어서 체계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 관리를 통해 좀 더

거주하는

환자의

초기치매

인지재활치료에

및
관한

체계적 고찰. 대한인지재활학회지, 6(1), 39-63.

세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밀의료(precision

9. 김두리.

medicine) 치료제로 발전하고자 한다.

(2017).

비약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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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Introduction

Hisbeans, a Korean social enterprise raising

‘HISBEANS’ is a coffee brand striving to innovate a

disabled experts, is seeking effective recipe

social atmosphere through educating the disabled

memorization methods to reduce a huge amount

as experts to work together with non-disabled.

of time arisen from a process of becoming

This social enterprise now has 10 branches

barista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order

throughout South Korea. HISBEANS helps nurture

to help their memorization, we made a serious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dependent living and

game called HISGAME. HISGAME includes five

gives them opportunities to meet the society as a

considered elements which are learnability,

member by training them as baristas.

functionality, specificity, entertainingness, and

Most baristas working at HISBEANS have

design based on the data after observing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learn expert

developmental disabled and analyzing the results.

knowledge in stages by receiving education

These elements are embedded in the game

Hisbeans Barista Academy(HBA), which is a coffee

through storytelling and visualization to give

expert education branch within the company, and

realism, compensation systems to encourage

become skilled baristas by gaining hands-on

game participation and feedback to increase

experience at stores. However, there are

learning possibiliti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fficulties they face because it is barely possible

HISGAME, we conducted the experiments on

for them to memorize all of the recipes in

Hisbeans baristas divided into two recipe

HISBEANS’ cafe menu and understand its overall

memorization groups: paper-use and HISGAME-

business in such limited time. Due to the short

use. The results of the user test gave quantitative

education period before working in the field and

validity to the efficiency of the memorization.

low learning abilities of the disabled compared

Based on the qualitative evaluation through the

with the non-disabled, they usually require an

interviews, users’ interests in the game and the

average of 4 years to memorize all recipes in the

applicability in the real world were verified. The

menu. When they start working at stores with

result of this research proved that the serious

shallow understanding, their work effectiveness

game is more effective than the traditional recipe

becomes low and the managers’ tasks increase

memorizing method. Furthermore, it showed the

significantly. Therefore, HISBEANS needs to break

possibility of a serious game expanding as an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 to memorize using

education and memorization tool for the

paper and adopt a new memorization method

developed disabilities in the future.

that utilizes graphic-based interfaces. This new
method will increase effectiveness of education

Keyword

through enhancing memory, and decrease the

Serious game, Developmental disabled education,

time-period required for memorization. In this

Memorization method, Design process, Interface

research, we focus on highly increased

design

effectualness in memorizing recipes specifical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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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niqueness

developmental disabled baristas. We suggest
them an interesting method that involves playing

Uniqueness of the user and the purpose of the

a game to encourage their frequent gameplays.

game should be considered. HISGAME is designed
to make it easy to recognize changes considering

2. Considered Elements

the specificity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button is tapped through the color change of the

making our serious game for develop-mental

butt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animating

disabilities are defined by five factors; Learnability,

interaction.

barista user. It provides feedback clearly when the

Functionality, Specificity, Entertainingness and

2.4 Entertainigness

Design.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when

HISGAME has entertainingness to make it easier

making the game and setting project directions.

and more fun to learn diverse and complex

2.1 learnability

recipes. It provides a warm atmosphere like actual

Serious games are words implying learning ability

Hisbeans using the brand identity used in

and provide users with the opportunity to practice

Hisbeans and the player are ordered from a cute

making recipe. It provides two modes of playing

character symbolizing the actual guest. This

game for sufficient time to practice and gives self-

method attracts attention to the game and causes

acceptance assessment. The game should

it to be interesting. It also helps barista immersed

incorporate methods that help developmental

in the game by giving images and situations

disabilities’ learning. In order to realize learnability,

similar to work at the actual Hisbeans store on the

HISGAME controls the difficulty level as divided

screen.

into three stages in actual mode. Each stage was

2.5 Design

created by adding elements for each step, such as
ordering random drinks, simultaneous making of

Lastly, the design of HISGAME is made

two or more beverages and time limits. After that,

considering structural, and aesthetic elements. For

the category of recipes distributed to the barista

structural aspects, it is considering the finger

was reorganized and set the difficulty level for

contact area when the user touches the screen

each beverage production.

and designs as a horizontal layout for convenience
when playing games. Also, it provides a pop-up

Player can make the following level of beverages

window to prevents any mistakes that may occur

sequentially if succeed in making easy-level

during the game and shortcuts for frequently

beverages. The number of recipes that appear on

moved pages to experience quick and easy page

one stage is up to six. The main purpose as a

movement. For aesthetic aspects, HISGAME uses

serious game should be accomplished.

cute, illustrative and readable fonts at the same

2.2 Functionality

time. The shapes on the screen give a soft feel by

HISGAME consider the elements for fulfilling the

using a round shape without using angled edges.

functionality that challenge, the rewards, and

The icons on the button help the developmental

motivation that makes users run the game the

disabled barista understand the content quickly

results were collected with data to create an

and easily.

award page for 1,2,3 which has a high cumulative
evaluation. It makes barista not only memorize

3. Structure and Wireframe

recipes but encourage to participate in game.

Each factor and step for the overall flow and
structure of this game application are constructed
after the projec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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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 page, there are a practice game mode
and an actual game mode. In the practice mode,

5. Persona

the users can practice through using hint, and
inputting wrong answers is impossible in this

10 subjects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according

mode. Through this mechanism, the users do not

to their abilities of making menu; advanced,

have to be afraid about failure. When baristas

intermediate

want to test themselves to check they memorized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memorization

the recipe, they could play Actual game mode

effectiveness of the interface in accordance with

which doesn’t have hint button. There are five

the design process. The test was carried out into

heart shaped life icons instead of hint button in

two groups; one group uses paper and the other

the actual mode. These heart shaped icons

group uses app for memorization. There are two

disappear when the player selects wrong

subjects

ingredients or tools to put. After the players end

intermediate-level and one from novice-level in

the game successfully, they can retry the game or

each group. Every subject was required to

go back to the menu page and homepage by

memorize through reading recipe memo or playing

clicking three different buttons in a pop-up

HISGAME once a day during a week.

window. Also, when they fail to successfully finish

6. User Test Discription

making the recipe, they still have a chance to try

and

from

novice.

Experiments

advanced-level,

two

are

from

Among ten stores of all HISBEANS store, five stores

again with the button in the pop-up window.

in Pohang city is chosen to be visited to figure out
which beverage menu is difficult to manufacture to
developmental disabled baristas. After observing

4. Visualization

the process of beverage manufacturing of the

Design concept of ‘Hisgame’ focuses on making

baristas and conducting interview with them, four

similar color palette of HISBEANS’ brand color

beverages are decided as representative menus

which primarily consists of brown and yellow tone

with

so that the whole game page could have a similar
atmosphere to real HISBEANS café. Graphic

background

image

embedded

compared

with

other

made two more visits with an interval of one week.

reflect the shape of real ingredients and tools in the
The

difficulty

peach ice tea, green tea latte. With this data, we

images of ingredients and tools used for the game
cafe.

higher

beverages: caramel macchiato, hazelnut latte,

The first visit was to have baristas take a test about

in

these four menus by giving them a recipe paper

ordering page of actual game mode also has

and application prototype. The second visit was for

similar shape and design with the first HISBEANS

interviewing and making them retake the test after

store. Homepage of ‘Hisgame’ illustrates the

memorizing the recipe for a week. Interview

storytelling included in actual game mode through

questions consisted of 1) Interest 2) Effectiveness

showing the interior of the HISBEANS cafe.

of Memorization 3) Simplicity of playing Game 4)
Possibility of persistence 5) Convenience. The
interview was limited to baristas who played
‘Hisgame’, with more questions about composition
of game.

7. Quantity research result
After selecting four representative menus(Caramel
macchiato, hazelnut latte, green tea latte, peach

Figure 1 Similarities between Hisbeans café and game

ice tea) through field survey on 10th November

illustration

-8-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2018, each test for validation of effectiveness on

Figure 2 Comparison of Memories Before and After

memorizing with application and paper was

Memorizing Recipe Using Apps

conducted.
The overall result of first test conducted on 11st
November was measured at an average correct
answer rate of 65.02 percent. Regarding the result
of the second test conducted on 18th November,
the correct answer rate was an average of 86.61
percent, showing an increase by 21.59 percent
from the first test. Except for two experiments
from paper group, eight experimenters’ test results
showed an increase.
Figure 3 Comparison of Memories Before and After

The subject, Lim B.S., who memorized recipes

Memorizing Recipe Using Papers

using the app for a week after the first tes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verage 51.92 percent;
the rate increased from 44.96 percent to 96.88
percent. In addition, both subjects Oh J.A. and
Choi M.S., who belonged to the group of
Advanced level made the correct answer rate of
100 percent after memorizing with application for
a week whose average correct answer rate of each
79.26 percent, and 82.90 percent at the first test.
On the other hand, the correct answer rate of

Figure 4 A comparison of recipe memorizing rate

subjects Park S.M. and Lee Y.G. of paper group

between App and Paper

decreased from 86.64 percent to 65.15 percent

By using the app to memorize the recipe, the

and 48.14 percent to 47.57 percent accordingly.

average of second test result increased by 26.34

The subject Park S.M. firstly belonged to Advanced

percent from the first test; group average increased

level and moved to Intermediate level at the second

from 59.94 percent at the first test to 86.28

test.

percent at the second test. The average of the first
test by the paper group increased 13.83 percent
since their answer rate increased from 63.63
percent on the average of the first test to 77.46
percent on the average of the second test. Overall,
the rate of increase in group of application use was
144 percent and the rate of increase in group of
paper is 122 percent. The average of correctness in
the former group was 22 percent higher than in
the latter group. (Outlier- There was a relatively
high cognitive subject compared to other test
takers in the group using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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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Coinciding with present situation

8. Qualitative outcome

It takes a short time to play one game, so that
baristas can play during a short break without
burden.
‘Hisgame’ can help not only beginners, but also
skilled baristas to memorize and remember the
recipes in detail.

9. Conclusion
Figure 5 Interviewing Hisbeans’ barista

In this research, we presented a serious mobile
game that helps nurture and develop the

8.1 Problems and difficulties facing now

developmental disabled baristas’ effectiveness of

While memorization of the recipe is essential for

memorization through providing Interface based

baristas to work in cafes, especially when stores are

on graphic and considering specificity of users and

full of customers, the current way of memorizing

goal of ‘Hisgame’. Methods in ‘Hisgame’ was

recipe by paper is difficult for learners.

decided after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8.2 Interest

targeted users of this game, the developmental
disabled. It is designed to be more than just

By giving players interests with embedded graphic

learning, to take into account that learning should

images, baristas spend more time in memorizing

be applied in real situations. Diverse and Intimate

recipe as a result.

graphic images in ‘Hisgame’ offer comfort

8.3 Connection to Reality

atmosphere and interest to developmental

Because baristas have a short education period

disabled so that they can approach the game with

before they are stationed into stores, high similarity

ease and participate with genuine interest.

in ‘Hisgame’ with real cafe condition and design is

However, this research had some limitations. First,

required.

it was not possible to control all exterior
conditions of the experiment environment

8.4 Easy to keep

perfectly. Because of the experiment environment

When baristas bring their phone with them, they

conditions and specificity of experimenters, it

don’t have to make additional efforts to manage

depended on experimenters after suggesting

their game application.

them the number and time of memorization in a
day. Almost all experiments executed under

8.5 Devices helping memorization

suggested condition, but there was a case that

Through turning on and off the hint button in need

not all conditions were perfectly controlled by

of learners, it provides an effective way of

specificity of an experimenter. Second limitation is

remembering recipes as a reminder tool and

that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scaffold to further step.

Since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By providing a situation where the user chooses

evaluated after a week of experimentation, it is

one among two different options to input capacity

hard to affirm about the effectiveness of

of materials, it is more effective for baristas to

‘Hisgame’ on long-term memory. Lastly, there

memorize the recipe in details rather than just

were four menus that the users can study through

reading off from paper.

this prototype. It is only a small portion of all
menus in HISBEANS, and several experim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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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012), Volume.25, No.4 December 2012.

said that they want more diverse kinds of menu to
play through this application during the interview.

4. Lee.Y.S, Study on Visualization of game

Therefore, as our future tasks, further experiment
requiring to prove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elements of Functional games -Focusing on the

‘Hisgame’. Through this future experiment, we

Functional Game Experience Hall of Korea

need to figure out that the interest of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 Journal

experimenters is still valid after a long period of

of Korea Design Forum (2013), vol., no.41, pp.
363-373 (11 pages).

time and the transition from short-term memory
to long-term memory is possible through using

5. Kwon.J.M, Development Process of Serious

this application as a memorizing tool. According

Gam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to the insight from the previous research, it would

Education Research. (2011), Vol. 10, No.2, pp.
181-206.

be interesting for future experiments to target a
wider range of user population including those

6. Kim.T.H, Lee.K.S,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who didn’t memorize beverage recipe at all to

of Patients with Adult Intellectual Disability in

examine the utility of game application. In

Animal Assisted Therapy Learning., Social

addition, it is possible to increase participation

Science Research Institute , Jeonju University,
(2018), Vol. 21, No.1, pp.53-71 (19 pages).

and interests in playing games through
stimulating player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7. Kwon.S.N, Rhee.K.M, Kim.S.Y, Study on the

motivation and compensation. For example, a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Working

ranking system could be provided since this kind

Memory and Activation of the Frontal Lobes

of systems make users affect with each other

Program : focus on ADHD Students. Disability

during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game.

& Employment 25(3), (2015), 5-33 (29 pages).
8. Retrieved from https://www.speci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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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태도가 재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개입은
보호자의 상황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또한 발달장애 아동은 다수의 의•치료 서비스를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특성 상 보호자의 지속적인
아동의 행동 및 치료 데이터의 기록과 관리가

수행하며, 치료 기간 역시 성장기 전반을 아우르므로

필요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보조할 제도적,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기술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발달장애 아동의 개인 건강 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PHR)

관리를

위한

1.2 발달장애 아동의 PHR 관리의 필요성

애플리케이션의

PHR 이란 개인 건강 기록 (Personal Health
Record)을 가리키며, 개인이 의료 서비스 혹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6 명의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
3 명의 치료사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 인터뷰를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의료정보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있어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4]. 최근
병원 진료 기록 중심의 전자 건강 기록 (Electronic

다층화된 캘린더, 수집된 데이터의 패턴 제공, 부양자
간 데이터 공유, 세분화 및 자율화된 입력 방식,

Health Record, EHR)을 보완하는 개인 중심의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기록 촉진 시스템의

PHR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5],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 데이터는 여전히 전국 각

다섯 가지 디자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애플리케이션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이는 보호자가 데이터를

설계를 위한 함의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장기 전반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주제어

트래킹 및 관리 수단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 PH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의 능동적 의사 결정을 가능케

스마트폰

하여 의료소비자서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1. 서 론

1.3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

1.1 발달장애 아동

현재 우리 사회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 [6]을

발달장애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대뇌

고려했을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형태이다. 이에 따라 발달 장애

손상으로 인해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발달

아동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을 돕거나 [7],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장애라고도
하며,
주의력
결핍
장애(ADHD),

자폐

범주성

장애,

다양한 발달을 촉진 [8,9]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그 사용성 [10,11]을 탐구한 선행연구가

신경발달
과다행동

학습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직접 사용에

장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존 연구들은 보호자의 양육

지적장애, 레트 증후군을 포함한다 [2]. 아동의 경우
조기개입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켜, 예상되는 장애를

맥락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개인이 의료정보를 관리 및 생산하는 주체라는

예방할 수 있다. 이때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의

인식이 부상하면서 다양한 PHR 기반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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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14]. 그러나 현존 PHR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메디핸드’를 기획하였다.

서비스의 주된 연구 대상은 치료 기간이 긴 질병이나
만성질환을 겪는 성인들로, 증상과 연령의 특수성이

메디핸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강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이런 서비스의 사용 및

1) 투약, 과제, 문제행동 등 치료 시간 외 아동의

혜택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발달 및 수행을 기록할 수 있는 ‘오늘의

1.4 연구 목적

기록’ 기능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PHR 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호자를

위한

PHR

통합

2) 아동의 치료 및 진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

관리

3) 아동이 받은 치료의 상담 내용, 보호자의

애플리케이션 ‘메디핸드’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 평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한

디자인

평가, 특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치료내역’ 기능

가이드를

4) 2)의 과제 수행 결과와 문제 행동 횟수에
대해 주간 및 월간 패턴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기능

2.1 프로토타입 제작

5) 아동이 받은 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검사결과’ 기능

본 연구진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의 필수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15], 발달장애

본 연구진은 위의 기능을 포함하여 메디핸드의 최종

아동의 보호자 3 명, 의사 2 명, 치료사 1 명을
대상으로 총 8 회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자가

1)

아동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그림 1 과 같이 제작하였다. 메디핸드는
통계적으로 iOS 에 비해 Android OS 스마트폰

정보를

사용자가 많은 3-40 대 보호자 집단의 특성을

공유하기에 부족한 치료 후 상담시간, 2) 치료 내역과
아동의 반응, 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합적으로 기록할

고려하여 [16] Android OS 의 UI 를 기반으로
Axure 를 통해 제작되었다.

수단의 부재, 3) 치료 전문가 간 아동 발달 정보에

2.2 프로토타입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 평가

대한 공유 수단의 부재, 4) 모든 병원과 치료에 대한
일정 관리의 버거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메디핸드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보호자 6 명을 대상으로 인당 1 회씩, 총
6 회의 개인 인터뷰를, 전문 영역에서의 실효성을

따라서 본 연구진은 보호자가 다양한 진료와 치료
결과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현재 발달 상황을

평가하고자 치료사 3 명을 대상으로 1 회의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9 년 10 월 11 일부터 11 월

포괄하는 아동의 PHR 을 통합적으로 기록 및 관리할

그림 1. 메디핸드 프로토타입 주요 기능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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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모든 인터뷰에 대해

2 의 과업 수행 결과와 전체 세션에서 참여자가

1 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언급한 내용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치료사
그룹 인터뷰는 언급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1 명의 지적장애, 4 명의 자폐 범주성 장애, 1 명의

3.1 과업 수행 결과

뇌전증, 1 명의 발달지연 아동의 보호자가 참여한
보호자 개인 인터뷰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자유
조작(세션 1),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표 1 의

과업 수행 결과는 연구원 1 인이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의 오류, 연구자의 개입, 탐색에 대해 속기를

과업 목록 수행(세션 2), 프로토타입 평가와 평소

진행하였으며 추후 녹화 파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연구원 1 인이 Neilson 의

아동 관리 양상에 대한 심화 인터뷰(세션 3)의 3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디자인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 기준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평가한 후 [17,18],
연구원 2 인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총 3 가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소속 치료사
3 인과 진행한 치료사 그룹 인터뷰는 세션 2 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본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후 (IRB No. SNU 19-

1) feedback 의 부재

08-036)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6 명 중 3 명의 보호자는 과업 1 과 과업 3 을 수행함에

인터뷰 종료 후 연구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였다.

있어 “저장버튼이 없어서 불안해요”, “저장이 된

표 1. 과업 목록

구분

관련 기능

1

기록

2

치료내역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며 저장 완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사용으로

과업 내용

벌어지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아이가 점심에 ㅇㅇ약 투약을
마쳤음을 기록해주십시오.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휴리스틱 평가 기준 중
visibility of system status 원칙을 위배하였다. 저장

오늘 인지치료에 대한 만족도,
수행과제,
노트를
기록해

버튼이나

3

기록

4

캘린더

5

치료내역

통계

기록해

주간과 월간 통계를 구분하는 버튼을 찾지 못하여
오류를 보였다. 과업 6 을 수행해야 하는 통계

확인 후 말씀해주십시오.

탭에서는 아동의 과제 수행 성공률 그래프, 각 과제

10 월 7 일 ABA 치료에 대해

별 수행 횟수 표, 주간과 월간, 과제 수행과 문제행동
그래프를 구분하는 버튼이 모두 다른 색상으로

기록한 메모를 읽어주십시오.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눈

맞추기’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정보의 구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얼마나

휴리스틱 평가 기준 중 Aesthetic and minimalist

떼쓰기’를

얼마나

design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단위, 즉 색상의 수를 감소시켜 인터페이스 내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8

통계

사용하여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아이가 10 월 1 주동안 ‘울고
통계

등을

6 명 중 3 명의 보호자는 과업 6 을 수행함에 있어

주십시오.

성공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7

화면

2) 디자인 일관성의 결여
문제행동을

월간통계에서 아이가 9 월 동안
6

확인하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십시오.
아이의

저장

정보들의 상대적인 시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8 월 12 일 수행한 아이의

3) 어포던스와 기능의 불일치

인바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6 명 중 4 명의 보호자는 과업 5 를 수행함에 있어
그림 2 와 같이 10 월 7 일의 ‘ABA 치료’에 대한 상세

3. 연구 결과
본 연구진은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호자 개인

보기가 구현된 치료내역 탭이 아닌, 캘린더 탭에
제공된 해당 일정 내역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고자

인터뷰와 전문적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사

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토타입의 캘린더 탭에서 일정

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총 세
세션으로 진행된 보호자 개인 인터뷰에 대하여 세션

내역을 누르도록 하는 어포던스를 부여하였으나,
실제 기능은 그와 일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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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휴리스틱 평가 기준 중 flexibility and efficiency

통해 아동의 증상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치료사와의

of use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할

인터뷰에서도 같은 선호를 발견하였다. 한편
보호자들은 검사결과지를 따로 보관하거나, 전산화된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기존의 PHR 관리 방식에
상응하도록 PDF 출력, 이메일 또는 SNS 공유 기능을
요청했다.
3) 아동 별 특성을 반영한 기록 방식 희망
보호자들은 아동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길 희망했다. 문제행동의
경우 시작 시간 외에도 지속 시간, 빈도, 정도, 횟수를
기록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치료사는 이에 대해 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매번
문제행동을 추가하지 않고 탭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호자들은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성격을, 투약의 경우 약
종류를 기록하길 희망했으며 투약의 순서를

그림 2. 과업 5 의 오류

유동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견을 내었다.

3.2 개방 코딩 결과

4) 캘린더 기능의 확장

본 연구진은 보호자 개인 인터뷰의 녹음 파일을
전사한 후 최소 의미를 지닌 에피소드로

보호자들은 메디핸드가 제공하는 월간 캘린더 이외에

분리하였으며, 3 명의

연구원이 총 158 개의

아동의 일간 및 주간 시간표, 보호자 개인 캘린더와의

에피소드를 분석하고 2 회의 개방 코딩을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26 개의 하위 범주, 12 개의 상위 범주를

연동, 보강 표시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아동의 일정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길 희망했다.

도출하였다 [19]. 그리고 이 상위 범주에 치료사 그룹

5) 장기적 추적을 위한 통계 기능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을 전사 후 반 개방 코딩하여
보충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총 8 가지의

보호자들은 현재 아동의 PHR 을 일기 식으로
기록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아동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발달의

1) 인지 부담 최소화하는 PHR 관리 체계 필요

장기적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모든 보호자가 발달장애 아동의 PHR 을 체계적으로

아쉽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메디핸드의 통계 기능에
높은 선호를 나타냈으며, 나아가 검사 결과, 투약과

기록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 연간 통계 등의 추가적 기능을 희망하였다.

보호자가 기록, 수정, 열람, 휴대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이 PHR 관리에 최적화된 수단임에

6)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획득 희망

조작이

보호자들은 메디핸드에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되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동입력되는 데이터를 확대하고

좋은 의사와 병원 등을 추천 받고, ‘발달지체 영유아

동의했다.

하지만

메디핸드에

대해서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데이터 연동성을 강화하여

조기개입’과 같은 정보성 팁이 제공되어 보호자의
경제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길 희망했다. 또한

사용의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길 제안했다.

보호자들은 그래프 등의 시각적 자료를 통해 해당

2) 기록된 PHR 에 대한 외부와의 공유 희망

아동의 발달과 정상 발달, 평균 발달을 비교하길
희망했으나, 치료사들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모든 보호자들이 메디핸드에 기록된 PHR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정상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앱 외부로 공유하길 희망하였다. 공유 희망 대상은
활동보조 선생님, 배우자, 아동의 조부모, 학교 선생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보호자에게 부정적인

등의

다른

보호자와

의치료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보호자들은

7)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일정이 바뀌거나 치료센터를 변경할 때마다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함에

보호자들은 기존 치료 기록 관리에 있어서 녹음 및
사진 촬영 등의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담을 느꼈다. 또한 의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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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핸드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보다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과관계에 대한 거짓된 인상을

효과적으로 아이의 행동발달이나 과제 수행 방식,
처방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할 수 있길

주지 않도록 전문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아동 부양자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원했다.

발달장애 아동 한 명의 일상에는 부모를 포함하여

8) 기타
그 외에도 보호자들은 보호자의 컨디션을 관리할 수

조부모, 유치원 또는 학교 교사, 활동 보조사, 치료사,
의사 등 다양한 아동 부양자가 관련되어 있고 그들 간

있는 일지 기록 등의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공유되는 정보의 수준이 매일의 아동 관리에 있어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치료사는 문제행동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 일지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목표 행동 수행의
‘일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의 경우 치료 시간 외

더해 아동의 강점 기록 등의 추가 기능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일상 생활 및 상태 데이터의 파악이 치료 설계

4. 발달장애
아동의
PHR
통합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가이드 제안

및 효과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관리

아동 부양자 간의 계정 공유 기능, 토론이 가능하도록
정리된 PHR 데이터 형태의 제공 등을 통해 아동 부양

본 연구진은 연구에서 시행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아동의
PHR

통합

관리

애플리케이션

제작의

네트워크의

데이터

매개

커뮤니케이션(data

mediated communication)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공유된다는

디자인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1) 캘린더 기능 다층화를 통한 일정 통합

4) 세분화, 자율화된 입력 방식: 개인에게 맞춘
PHR 시스템 제공

발달장애 아동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의•치료 기관의
서비스를 받으므로, 아동의 모든 일정을 한번에

발달장애는 아동마다 그 발달 수준과 증상, 문제

관리하는 것은 보호자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행동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그에 따른 처방과
치료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획일화된 데이터 입력

보호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구조는

데이터가 일정을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 내외에서 입력된 일정 관련 데이터들

적합하지 않으며, 약, 과제, 문제행동, 치료 종류에
따라 입력 방식을 세분화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할

간의 연동성을 높이고 이를 일간 및 주간 시간표,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많은 데이터 중 유용한 것을

월간 캘린더 등으로 다층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자와

선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탭 순서와 데이터
필드의 구성에 있어 자율성을 제공하여 유연한 PHR

아동 일정의 통합 관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복합적

PHR

기록에

트래킹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정량적 데이터 수집 및 패턴 제공

5) 생활 패턴을 반영한 기록 촉진 시스템 도입

발달장애의 특성 상 아동의 PHR 에 대한 장기적
트래킹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수요
역시 높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보호자의 물리적,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경제적, 제도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을 본 연구와

있었다. 특히나 아동의 문제행동이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간 기록이나 많은

대부분 아동 관리만으로도 많은 피로를 느끼고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아동의 발달 양상, 추이 등의 다양한 PHR 데이터를

노력을 요하는 기록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패턴화가 가능하도록 정량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초기 설정에서 대상 사용자인
보호자의 생활 패턴을 적극적으로 묻고 치료 후, 아동

시각적 자료로 제공한다면 보호자의 PHR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통해

취침 후와 같이 적합한 시간에 알림을 보내 기록을

스스로 아동의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주 관찰되는 행동에
대한 자동 입력 기능, OCR 기능 등을 활성화하여

인과를 해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아동 관리 방식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입력한 내용이 패턴화

기록에 드는 노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됨으로써 보호자가 과제 및 투약 등의 효과를 스스로

5. 결론

확인하고 지속적인 기록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아동의 PHR 통합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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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In Proc.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HR 의 관리가 보호자와
치료사를 포괄하는 아동 부양 네트워크의 원활한

2015,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소통과 데이터 통합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8. 고락환, 김용운, 김진호, 최대림, 이영미 & 이용주.

(2015), 62-63.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위한
함의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호자의

부양과

치료에

말, 언어가 늦은 아동을 위한 언어훈련 교육용
App 설계 및 개발. In Proc. HCI Korea 2017,

집중하여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2017), 758-761.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HR 데이터 트래킹의 의료적
실효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9. 김지혜,

전문

이선영,

이하정

& 배희숙.

개발. In Proc.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의료진을 포괄한 사용성 연구를 진행하여 보호자,

2016,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치료사,
의료진이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PHR 공유

(2016), 501-504.
10. 권정민.

플랫폼을 설계하고자 한다.

자폐성

애플리케이션

사사의 글

장애아동을
개발

및

위한

모바일

사용성

연구.

자폐성장애연구 12 (2012),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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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장애 인구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으며, 81.3%가 직업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직은 타 직무에 비해 근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이지만 지적장애인의 사무직 비율 및 평균
근속기간은 타 장애인구대비 가장 짧은 수치를
기록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근로자의 낮은 근속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 근로자의
낮은 근속 수준을 직장 예절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사무 직장 예절 학습을 보조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상담, 학습 및
문제, 복습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개인화된 기능
구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제시한다. 또한 본
시스템의 맥락적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지원인과
직장동료와의 협업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서비스는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 유지를
통한 가치 실현에 도움을 주고, 근로지원인 및 장애인
고용주에게 효율성 측면에서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주체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2018 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 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5%로 전년도 대비
0.3%p 상승하였다[1].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장애인 취업 연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 이후 그들의
근속 기간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피드백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81.3%가 근속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 유지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1].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챗봇 시스템, 대화형 인터페이스, 지적장애인, 사무직,
Human-AI Collaboration, 커뮤니케이션, 직장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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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 년
7 개월인데 비해 지적장애 임금근로자의 경우 3 년
4 개월로 가장 낮은 근속 수준을 기록한 바 있어
지적장애인이 타 장애인보다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결과이며, 대인관계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인지
및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2]. 본
논문에서는 지적장애인의 낮은 근속 수준의 원인을
직무 관련 의사소통 기술의 부재로 규명하였고,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직장예절이란 단어로 함축하여
정의하였다[3].
이러한
직장
예절은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되어 완전한
사회적 참여를 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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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며, 직장인으로서 직업 유지 및 대인관계를 공동
목표의 성취를 위한 방향으로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능하며, 올바른 방향으로의 실천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소양으로 정의된다[4].

지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가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직업 유지는 경제 활동이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6].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업무 환경 내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두 그룹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직장예절 학습에 대한
필요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용이성, 대화 및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점과 같은 핵심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개발 모델로 흥미 유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챗봇 :
Chatbot)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챗봇을 통해
지적장애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직장예절 관련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사무 업무 환경 내 지적장애 특성 연구
2.1 지적장애 특성 및 정의
70 이하의 지능지수를 보여주는 지적장애는 의사소통
및 지적 능력과 사회생활능력이 부족하며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유형이다[2].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는 사회 적응을 통한
주체적 삶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선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며, 특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직장 예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예절은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회 적응 및
직업 유지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소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적장애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은 한 번 숙지를
시켜주면 비장애인 구성원과 다를 바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원활한 업무 및 장기 근속에
있어 직장 예절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러나 상황에 대한 문제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직장예절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학습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은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이 어려운 지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 예절과 관련된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인지시켜주면 어느정도 문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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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장애인의 사무 업무 환경
2019 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
13.8%, 농립 어업 숙련 종사자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8]. 특히,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무직의 평균 장애인 근속기간은 7 년 10 개월로 직무
유형 중 근속기간이 가장 길다[1]. 이는 타 직무
유형보다 사무직이 안정적인 직무 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사무직 비율은 타 장애인 대비
가장 낮으며, 평균 근속 기간도 3 년 4 개월로 가장 짧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지적장애인들이 직장 예절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예절
인지 문제는 직장 내 비장애인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장기 근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 사무 업무 환경에서
지적장애인의 근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근로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지원인을 고용하여 지적장애
근로자들을 보조하고 있지만 직장 예절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시간, 장소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근로지원인을 통한 업무 보조 및
직장예절 교육은 낙인 효과를 유발하여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장 예절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직장예절 인지는 장기 근속을
통한 직업 유지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사무 업무 환경 내 직장 예절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전문가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업무 환경에서 지적장애 근로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두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전문가 선정
단계에서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재활시설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
추가적으로, 쉬운 정보를 기반으로 지적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정보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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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요구사항 파악.

하는 것을 좋아하고 메신저와 같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능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챗봇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마지막 서비스 기능에서는,
지적장애인은 맥락 파악이 어려워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직장예절과 같은 특정한 정보를
대화를 통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제공한다면 맥락과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까지
가능하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때 쉬운 표현 및
시각자료를 통해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된 경우 내용을 숙지 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할 단계가 존재하여야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2.1 인터뷰 내용 구상

표 2. 다섯 가지 분류의 인터뷰 핵심 답변

제공하는 업체 간부를 두 번째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을 채용하여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 업무 환경에서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통합해,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무 업무 환경
내 지적장애인의 문제점 및 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1].
표 1. 사무 업무 환경에서 지적장애인 근로자의 특성 및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인터뷰 절차
단계
1. 주제
2. 설계

내용
사무 업무 환경에서 지적장애인 근로자의

분류

2.2 인터뷰 대상자 선정:

1. 문제
규정 :
직장예절
학습 필요

서울의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 시설
관련 담당자.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개선을 위한 쉬운
표현 제공 서비스 관련 담당자.

2. 서비스
제공 모델 :
챗봇

각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1 시간 분량의 인터뷰 내용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음 및 두 명의
연구원이 타이핑을 진행. 또한, 인터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두
개의 기록에서 내용이 같은 것만 연구

작성

2.1 한정적인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매우 용이함(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장비 등).
2.2 지적장애인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함.
3. 서비스
기능 : 학습,
문제, 복습

자료로 이용하였음.
4. 분석
및

없으나, 사회성 혹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장예절에 대한
인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문제로 근속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임.

내용, 파급효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뷰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통화 및 승인을 요청.

증명

1.1 업무 능력과 관련한 큰 문제는

1.2 직장 내 비장애인 구성원 간

2.3 인터뷰 요청서 발송: 인터뷰의 목적,

3. 기록
및

내용

인터뷰 기록 내용과 기존 지적장애인 리서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한 후 최종 연구

기능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전문가 인터뷰 결과, 총 세 가지 분류의 핵심 답변을
수합하였다[표 2]. 첫 번째 문제 규정의 경우, 두 전문가
모두 지적장애인에게 직장 내 에티켓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세부 업무로 나누어서
여러차례 배당 받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문제점은 없으며 업무 환경에서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지적장애인은 타인과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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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적장애인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 함. 그러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3.2 직장예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적장애인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이
가능함
3.3 기본적으로 문해력을 갖춘

지적장애인이 사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음.
3.4 지적장애인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일하게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성인의 용어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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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주어야 함(단어와
부연설명을 같이 제공).
3.5 학습 내용을 숙지 했는지 확인할

단계가 필요함.
3.6 반복 학습을 통해 지식 습득 가능.

본 연구에서는 챗봇을 서비스 제공 모델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발화를 유도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적장애 근로자가 직장예절과 관련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 및 평가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4. 챗봇 시스템

챗봇 시스템(이하 시스템)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적장애인 근로자와 상담, 학습, 복습 기능을
수행한다.
4.1 상담 서비스
본 시스템의 상담 기능은 지적장애 근로자로부터
직장예절에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담 서비스는
근로지원인 대화 시스템과 챗봇 시스템이 결합한
형태이다.

근로자의 대화는 채팅 데이터로 저장되어 챗봇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된다[그림6]. 본 챗봇
시스템은 직무예절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근로지원인 채팅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상담 서비스는
학습데이터가 쌓이면서 근로지원인이 처리해야하는
데이터는 점차 감소하고 챗봇 시스템은 근로지원인
채팅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여 상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다.
4.2 학습 및 문제 서비스
학습 및 문제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와 연동되어 정제된
정보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학습 및 문제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는
상담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상담데이터와 학습데이터는 채팅
인터페이스 내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제시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지적장애인이 사무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장 예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제 형식을 포함한다.

그림 2. 학습 서비스 예시 및 도식화
그림 1. 상담 서비스 예시 및 도식화
챗봇은 지적장애 근로자가 겪고 있는 직장예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위해 지속적인 목적 지향 발화를
유도하며 대화를 분석한다[그림1].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지적장애 근로자의 질의가 기존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질문 유사성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챗봇 시스템 내에서 처리 가능한
문장을 구별한다. 처리가 어려운 문장의 경우
근로지원인에게 배정되는데 근로지원인이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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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적장애 근로자가 겪고 있는
직장예절 관련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관련
학습자료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그림2].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챗봇은
시각 학습자료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또한, 의사소통 및
직장 예절이 맥락적 성격이 강한 지식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본 챗봇 시스템은 동료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는 직장동료가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예절관련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기입하면
근로지원인에게 전송되어 선별 및 정제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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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에 저장되는 구조이다.

그림 5. 알림 서비스 예시 및 도식화
그림 3. 문제 서비스 예시 및 도식화
이와 같이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시각 학습자료가
제공되고 난 후 하루 이내에 챗봇은 지적장애 근로자가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해당 직장예절과
관련된 문제 자료를 제공한다[그림3]. 지적장애
근로자는 제공된 문제 자료를 풀게 되고, 풀고 난 후의
결과는 평가 기록 데이터에 저장되어 차후 복습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구조이다[그림6].
4.3 복습 및 알림 서비스

지적장애인들은 스스로 문제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메시지 알림을 제공해서 자주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습 콘텐츠를 빈번하게 제공해서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인지시킨다.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 앱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사용자 앱 로그데이터는 지적장애 근로자가
언제 어떠한 기능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이다[그림 6]. 챗봇은 본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그림 5]. 본 기준을 만족하는
시간에 복습이 필요하거나 직장동료로부터 새로운 학습
자료가 업로드 되었을 때 알림을 보내게 된다.
4.4 챗봇 시스템 데이터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챗봇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복습 서비스 예시 및 도식화
지적장애 근로자의 학습에서 반복은 필수적이며 반복
주기는 학습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귀결된다. 복습 서비스는 지적장애 근로자가 시각
학습자료를 통해 학습한 직장예절에 대해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평가 기록 데이터를 챗봇이 학습하여
지적장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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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안무 영상은 각 동작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해당 동작을 몸소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 동작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해당 동작을 내가
얼마나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동작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안무
영상 시청 상황에서는 다른 두 종류의 정보, 즉 안무
영상과 내 모습을 실시간으로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적 한계로 인한 정보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약문
최근 K-Pop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KPop 안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안무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보고 따라 연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무 영상은 동작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정확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내 동작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교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춤을 잘 연습할 수 있도록, 영상
속 아이돌의 동작과 현재 사용자 동작 간 유사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NexTep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 공유된 K-Pop 영상을
기반으로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exTep 시스템을 제안한다. NexTep 은 온라인
K-Pop 영상과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내 모습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 내
동작 대비 현재 내 동작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여 보여준다.

주제어
K-Pop, 영상 기반 동작 추출, 안무 유사도 평가

1. 서론

사람의 동작 유사도를 측정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특별한 환경이 요구됐다. 때문에
2D 형태의 시계열 이미지 데이터인 온라인 K-Pop
동영상을 기반으로 안무를 연습하는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의 특성 상 촬영된 환경과 카메라
시점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동영상을
기반으로 동작 간 유사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K-Pop 음악 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액 규모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음반
판매량은 2018 년 약 1,596 만 장의 규모로
증가하였고, 해외 수출 비중 또한 2010 년 1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관련 시장 규모 성장과 함께 K-Pop 안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영상 플랫폼의 등장은 K-Pop 팬들이
다양한 안무 영상들에 손쉽게 접근해 안무를
연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 안무
영상으로 아이돌 가수의 무대 모습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직캠 영상이 있으며, 시청자가 영상 속
모습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의 좌우를 반전
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NexTep 은 일반 2D
카메라만을 사용하여 별도 장비 없이 온라인 KPop 영상의 아이돌 동작과 내 동작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NexTep 은 각 영상에서
동작의 특성들을 추출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 두
동작 간 일치 여부를 최종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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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or Different?

그림 1. NexTep 시스템 구조

2. 관련 연구

3.1 Pose Estimator

2.1 안무 연습 환경

Pose Estimator 모듈은 두 동영상, 즉 타겟인 KPop 동영상과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현재
사용자의 영상 각각에서 포즈를 실시간으로 추출해
낸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안무 연습 환경에서 내 동작을 잘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거울 없이
무용 연습을 하게 되면 자신의 동작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교정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3]. 또한 거울을
사용했을 때 안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며 [2],
거울을 보고 연습한 무용수들이 거울 없이 연습한
무용수들에 비해 더 오래 동작을 기억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다 [5].

본 연구는 영상 이미지 내 존재하는 포즈를
추출하기 위해 OpenPose[1] 기술을 사용하였다.
OpenPose 는 사진 또는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주요 골격 좌표를 추출하는 딥 러닝
기술이다. 그림 2 는 OpenPose 모델의 동작 방식을
보여준다.

2.2 동작 유사도 측정
유사한 동작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Wang[7]은 실험실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프레임 별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HOG)
값으로 이미지 변형 후, 4 × 4의 픽셀로 이루어진
셀 내의 선의 존재와 방향을 비교하여 동작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험실 벽
즉, 고정된 배경의 영상만을 사용한다는 제약이
있었으며, 이는 K-Pop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배경의 영상을 사용해 동작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2. OpenPose 기반 포즈 추출 동작

이미지가 입력되면, OpenPose 는 각 이미지에서
관절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관절의 객체를 판단하기
위한, Confidence Map 과 Affinity Field 를
생성한다. 이어서 두 이미지 처리 결과를 Greedy
Relaxation 기법을 적용해 하나의 포즈 좌표들을
최종 출력한다. 본 연구는 손과 얼굴을 제외한 25 개
좌표를 추출하는 OpenPose 내 BODY25 모델을
사용하였다.

2D keypoint 에서 딥러닝을 사용해 추정한 3D
keypoint 값을 이용하거나 [4], Depth 카메라를
사용하여 몸의 3D keypoint 값을 얻은 후 몸통
기준의 부위 별 각을 계산하였고, 구해진 각을
비교하여 동작 유사도를 측정하는 연구도 있었다
[6]. 3D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동작을 인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3.2 Feature Extractor
Feature Extractor 는 K-Pop 동영상과 사용자
영상에서 각각 추출된 좌표 값을 바탕으로 동작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할 특성들을 추출한다.

3. NEXTEP 시스템

𝑋𝑖′ =

NexTep 은 안무 동영상과 사용자의 안무 영상을
입력 받아 실시간으로 동작 간 유사도를 출력한다.
그림 1 과 같이 NexTep 은 크게 (1) Pose
Estimator, (2) Feature Extractor, (3) Pose
Similarity Predictor 의 세 개 모듈들로 구성된다.
각 모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𝑋𝑖 − 𝑋𝑚𝑖𝑛
,
𝑋𝑚𝑎𝑥 − 𝑋𝑚𝑖𝑛

𝑌𝑖′ =

𝑌𝑖 − 𝑌𝑚𝑖𝑛
𝑌𝑚𝑎𝑥 − 𝑌𝑚𝑖𝑛

특성 추출에 앞서 두 영상의 크기와 영상 내 포즈의
절대적 위치가 다른 문제를 고려하여,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위 식과 같이 영상 프레임 별 X, Y 좌표
벡터의 최댓값, 최솟값을 이용해, 각 요소 값이
0 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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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된 좌표값을 기반으로 특성 추출을 위해
사용할 관절과 관절 사이 마디를 나타내는 Link
Vector 와 각 관절의 각도를 나타내는 Angle
Vector 를 구성하였다. 그림 3 은 Angle Vector 와
Link Vector 를 구성하는데 사용한 좌표 정보를
보여준다.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 값을 보고, 같은 동작인지
다른 동작인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이 수행된다.
여러 기계학습 모델들(SVM, RandomForest,
LightGBM)을 고려 하였으며, 실험 결과 이 중 특히
SVM 기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4. 실험 및 평가
NexTep 시스템이 계산한 동작 간 유사도 측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 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에
사용되는 특성 조합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최적의 특성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은 유사한 안무 동작의 비교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YouTube 에 게시된 K-Pop 가수의 3~4 분
길이의 실제 무대 영상과 해당 곡의 커버 영상
데이터를 선정하여 총 9 가지 노래에 대한 18 개
안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OpenPose 를 통해 출력된 프레임 별
Skeleton 이미지를 확인하여 245 쌍의 유사 안무
동작 영상들과 역시 245 쌍의 유사하지 않은 안무
동작 영상들로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모델
학습과 평가를 위해 전체 데이터 중 80%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0%를 성능 평가에
사용하였다.

그림 3. Angle Vector 와 Link Vector 구성

먼저 Link Vector 는 아래 식과 같이 각 관절에 대한
좌표값의 차이로 계산된다. 총 13 개 신체 부위를
고려하였고, x 와 y 좌표 각각에 대해 벡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총 26 개 값이 사용된다.

성능
평가
척도로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 Score
4 가지를 사용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기계학습
모델로는 LightGBM, SVM, RandomForest 을
고려하였고, 특성으로는 영상 간 Link Vector
차이에 대한 산술 평균, 표준 편차, 제곱 평균 값을
X, Y 좌표 별로 각각 ‘Link_X’와 ‘Link_Y’로 그룹
지어 사용하였고, Angle Vector 에 대한 산술 평균,
표준 편차, 제곱 평균 값들을 ‘Angle’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였다.

′
′
𝐿(𝑋𝑖′ , 𝑋𝑎𝑑𝑗
) = 𝑋𝑖′ − 𝑋𝑎𝑑𝑗
𝑖
𝑖

다음으로 계산된 Link Vector 를 기반으로 관절 별
각도를 추출한다. 각도 값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총 10 개의 관절 각도 값이 고려되었다.

𝜃(𝑖, 𝑎𝑑𝑗𝑖 ) = arccos (

′
′
), 𝐿𝑖𝑛𝑘(𝑋𝑖+1 , 𝑋𝑎𝑑𝑗
𝐿𝑖𝑛𝑘(𝑋𝑖 , 𝑋𝑎𝑑𝑗
)
𝑖
𝑖+1
′
′
‖𝐿𝑖𝑛𝑘(𝑋𝑖 , 𝑋𝑎𝑑𝑗
)‖ ∙ ‖𝐿𝑖𝑛𝑘(𝑋𝑖+1 , 𝑋𝑎𝑑𝑗
)‖
𝑖
𝑖+1

)

앞선 과정을 통해 얻어진 Link Vector 와 Angle
Vector 를 기반으로 두 동작 이미지 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특성들을 추출한다. 먼저 두 영상의
Link Vector 및 Angle Vector 간 차이를 계산한다.
이 차이값들의 산술 평균, 표준편차, 제곱 평균 값을
최종 특성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 총 9 개(X Link, Y
Link, Angle 에 대한 3 개 통계량) 값이 최종
추출되었다.

4.2 실험 결과
표 1 은 기계학습 모델별 정확도 기준 최고 성능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경우는 두
프레임의 Link_X, Link_Y 을 특성으로 사용한 SVM
모델이었다. 이 모델은 정확도 97.5%, 정밀도
95.8%, 재현율 93.8%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표 2 는 SVM 모델의 특성 조합 별 성능 결과를
보여준다. Angle, Link_X, Link_Y 특성을 모두
사용했을 때 보다, Link_X, Link_Y 만 사용했을 때
더 정확하게 같은 동작 여부를 판별함을 알 수
있었다.

3.3 Pose Similarity Predictor
추출한 특성들을 입력 받아 동작 간 유사도를
출력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동작 간 유사도 측정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로 보고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했다. 즉, 영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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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

Rec.

F1
Score

LightGBM
(Link_X, Link_Y)

95.7% 90.3%

95.9%

93%

SVM
(Link_X,Link_Y)

97.5%

98%

98%

89.7%

90.7%

Acc.

98%

RandomForest
94.4% 91.6%
(Angle,Link_X,Link_Y)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의 맥락에서
신중히 이해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모델의 평가
과정에서 총 490 쌍의 안무 영상 프레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더 일반화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여러 동영상에 대한
평가 실험이 추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무 학습에 있어, 사용자가 정확한 안무를
추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학습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 미러
등을 활용한 안무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표 1. 기계학습 모델 별 동작 유사도 판별 성능

Acc.
Angle, Link_X, Link_Y 93.9%

Prec.

Rec.

F1
Score

94%

94%

94%

Link_X, Link_Y

97.5%

98%

98%

98%

Angle, Link_X

92%

92%

92%

92%

Angle, Link_Y

90.8%

91%

91%

91%

Link_X

90.8%

91%

91%

91%

Link_Y

86.5%

89%

87%

87%

Angle

86.5%

87%

87%

87%

표 2. SVM 모델 학습 시 특성 조합 별 성능

특히, Link_X 가 동작 간 유사도 판별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를 보면,
Link_X 만 피처로 사용했을 때 Link_Y 나 Angle 만
사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높다.

그림 4. 같은 동작과 다른 동작 별 Link_X 표준편차

나아가 추가 분석 결과 Link 내에서는 표준편차
값이 특히 유사도 판별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와 그림 5 는 클래스 (같은 동작, 다른 동작)
별 Link_X, Link_Y 거리의 표준편차 차이를
보여준다. 대부분 영상들(X 축)에서 같은 동작일
때와 다른 동작일 때의 표준편차의 범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동작일 수록 Link 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차이값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두 동작 간 위치는
영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동작이라면 각 Link 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표준편차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

5. 결론

그림 5. 같은 동작과 다른 동작 별 Link_Y 표준편차

본 논문은 K-Pop 안무 동영상을 기반으로 쉽게
안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NexTep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NexTep 은 온라인 안무
영상의 동작과 현재 사용자의 동작을 비교하여 순간
유사도를 측정해 알려준다. 실험 결과 NexTep 은
구조적이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온라인
안무 영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동작 간 유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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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등을 4D 모션 효과로 제공함으로써 더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걸음걸이 동작을 측정하여
이를 4D 모션 플랫폼으로 렌더링한 다음,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사실감 및 몰입도를 평가하고, 형용사
어휘 평가를 통해 모션 자극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경험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모션 자극의 움직임이
중간 정도이고, 약간 느린 정도의 걸음에서 가장 높은
사실감과 몰입도를 기록하였으며, 걸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선택한 결과도 이와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행 동작의 4D 효과 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로, 사람이 4D 의자와 같은 모션
플랫폼에 앉았을 때 접하는 부분이 골반 부분임에
착안하여 관성 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이용하여 사람의 여러 가지 걸음걸이에서의
골반 움직임을 측정하고, 보행 동작이 주기적
운동임을 이용하여 보행 동작에서의 골반 움직임을
프로파일링 하였다. 이 프로파일을 사용한 주기
함수를
활용,
보행
효과에서의
움직임을

주제어
모션 효과, 4D, 걸음걸이, 인지, 형용사 평가

계수화(Parameterization) 하고, 4D 모션으로 렌더링
한 다음 형용사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평가하였다.

1. 서 론
4D 효과는 3D (또는 2D) 영상 등에 덧붙여진 의자의
움직임 (모션), 진동, 바람 등의 다양한 움직임 및
환경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4D 효과를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보행 동작의 함수 및 계수화,
3 장에서는 실험 방법, 4 장에서는 결과 및 고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시각 정보와
연동되어 주인공이나 주요 물체 등의 움직임을 모션
효과를 이용하여 나타내거나, 총성이나 폭발과 같은
특정 음향 효과의 느낌을 진동을 통하여 배가시키는

2. 보행 동작의 계수화
2.1 데이터 수집
만 19-25 세의 9 명의 남성들을 (평균 연령 23.6 세,
신장 173.7 cm, 체중 76.1 kg) 대상으로 건물 내 복도
직선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8 회 (4 회 걷기, 4 회
조깅) 반복하여 걷도록 하여 보행 동작을 센서로
측정하였다. 바지 위 꼬리뼈 (골반) 부위에 IMU
센서를 부착하여 roll, pitch, yaw 의 3 축 방향각, 3 축
각속도, x, y, z 가속도를 100Hz 의 샘플링 속도로

등[3] 기 존재하는 영화와 같은 콘텐츠의 시청각
효과를 증강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어 4D 영화관, 테마
파크의 어트랙션 (4D 놀이기구 등) 등이 이미 쉽게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4D
효과는 급속도로 발전한 가상 현실(VR) 분야와

측정하였다.

접목하여 체험형 콘텐츠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게임 내 캐릭터나 환경 등의 움직임에 따라 4D
효과를 제공하는 VR 게임이나, 지진 등의 각종

2.2 측정 데이터 전 처리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은 1) 통신 오류 및 노이즈로
인한 이상 값(Outlier) 제거, 2) Smoothing, 3) 오프셋
제거 순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이상 값은 센서 값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3 배밖에 있는 값들로
정의하였다. 이 때, 여러 축 중에서 일부 축의 값만
이상 값으로 판별될 경우 다른 축의 값은 보존하고
해당 축만 삭제한 뒤 선형 보간을 하였다. 그리고,

상황을 체험형으로 교육하는 콘텐츠 등이 개발되었다.
체험형 콘텐츠를 위한 4D 모션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효과 중 하나로 보행 동작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 현실에서의 게임 등에서
캐릭터 등의 움직임, 로봇이나 이족 보행 동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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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 동작 효과 MDS 및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Smoothing 과정에서는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축에 window 크기가 5 인 이동 평균
필터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션 플랫폼의
동작영역을 고려하여 저주파의 큰 동작과 Offset 에
해당하는 부분을 Etkin 의 washout 필터[4]를 사용,
제거하였다.
2.3 보행 동작 효과 렌더링 및 주기함수화
수집된 9 명의 보행 동작 데이터에서 방향 각 정보와
가속도 정보를 활용하여 보행 동작 효과를 렌더링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6 자유도 모션 플랫폼
(이노시뮬레이션, iMP6-M150, 그림 4)의 동작 효과
기술 형식은 일정한 샘플링 주기 간격으로 모션
플랫폼의 위치 및 방향각 정보를 나열한 형식이다.
수집된 보행 동작 데이터를 동작 효과로 렌더링하기
위해 위치 정보는 가속도 정보를 이중 적분하여
계산하였고 방향각 정보는 전처리 된 방향각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보행 동작이 주기 운동임에 착안하여, 9 명의 보행
동작 효과 각각에 대해 걸음걸이의 한 주기에 대한
동작 효과의 개형을 구한 뒤 이를 주기함수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차 상관함수를 이용하여 한 주기의
길이를 찾아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 동작 효과를
매 걸음 단위로 분할하였다. 이후, 분할 된 동작
효과들에 대해 시간 지연 등을 통해 위상을 일치시킨
다음 평균 값을 취해 대표적 동작 효과 한 주기를
구하였다. 이 한 주기의 모션을 주기함수로
반복함으로써 보행 동작에 대한 함수의 개형을

그림 2. 대표 보행 동작 효과 목록. 피험자 A: 신장 171cm,
체중 98kg, 피험자 G: 신장 174cm, 체중 72kg, 피험자 J:
신장 167cm, 체중 55kg

2.4 보행 동작 효과 프로파일링
2.3 과정에서 얻어진 9 명의 보행 동작 함수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9 개의 함수 개형 간의 Pairwise Dynamic Time
Warping 값을 구하고[2], 이를 공간 상의 거리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5]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1 과 같이
{A}, {G, C}, {나머지} 3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구하였다. (그림 3)
이 때, 각 사람마다 생성된 보행 모션의 크기 차이의
영향을 줄이고자 보행 동작 효과의 Root Mean
Square 일률을 구한 후 이 역수를 곱하여 보행 동작
효과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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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행 동작 효과 생성 전체 과정

있었다. 각각의 그룹에서 A, G, J 의 보행 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 모션을 모델링하여 추출하여

효과와 어울리는 걸음걸이를 표현하는 어휘는 표준
국어 대사전[1]에서 추출하였으며, 선정된 단어들은

실험에 활용하였다 (그림 2).

표 4-5 와 같이 총 14 개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3. 실험 방법

4. 결과 및 토의
우선, 모션 효과의 크기 및 주기, 프로파일에 따른
평균 사실감 및 몰입감 결과를 표 1 부터 표 3 까지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모션 효과의 크기가 60%일
때 가장 높은 사실감과 몰입감 점수를 보였으며,
사실감과 몰입감 모두 통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2, 16) = 25.53, p <.001, F(2,

3.1 보행 모션 효과
2 장에서 얻어진 보행 모션의 프로파일 3 종에 대하여,
보행감을 인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 모션의 크기(폭)와 주기를 3 개씩
선정하여 총 27 가지의 모션 효과를 생성하였다. 보행
모션의 크기는 Scaling Factor 60%, 80%, 100%를
적용하여 조절하였으며, 모션의 주기로 0.8 초, 1 초,
1.2 초를 사용하였다. 보행 모션은 10 초 간

16) = 20.55, p <.001) 주기는 0.8s 로 빠른 걸음을
나타내었을 때 사실감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s 와 1.2s 의 주기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사실감과 몰입감을 보였다.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 16) = 5.74,
p = .0132, F(2,16) = 4.17, p = .0349). 프로파일은
사실감과 몰입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시되었다.
3.2 실험 장비 및 환경
6 자유도 모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그림 4 과 같이 모션 플랫폼에 부착된
의자에 앉되, 보행 중에 인간의 상체는 흔들림을
보정함을 감안하여 최대한 보행과 유사한 경험을
재현하기 위하여 기대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 크기에 따른 사실감 및 몰입감 점수

3.3 피험자
전정 기관 등 감각에 이상이 없는 9 명 (남 8, 여 1)의

크기

60%

80%

100%

사실감

75.27

65.12

58.20

몰입감

69.94

60.70

53.52

표 2. 주기에 따른 사실감 및 몰입감 점수.

20 대 대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3.4 실험 과정
실험은 트레이닝 세션 과 2 번의 동작 효과 평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실험
과정 및 질문들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27 가지의
동작 효과를 무작위 순서로 체험하여 피험자들이
보행 동작 효과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이후, 동작
효과 평가 세션에서는 피험자들이 27 가지 중
무작위로 제시되는 보행 동작 효과를 체험 후, 실제감
및 실제 걸음과의 유사성을 평가하였으며, 걸음과
관련된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모션의 느낌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걸음과 관련된 어휘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한 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사실감과
몰입감 평가는 100 점 만점으로 슬라이더 바를
움직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행 동작

주기

0.8s

1.0s

1.2s

사실감

61.66

68.56

68.37

몰입감

55.90

64.36

63.89

표 3. 프로파일에 따른 사실감 및 몰입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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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A

G

J

사실감

62.74

67.13

68.72

몰입감

57.30

63.60

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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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션의 크기 및 주기에 따른 어휘 응답 결과

모션 크기 (%)

모션 주기 (s)

어휘

60

80

100

0.8

1.0

1.2

바른걸음

32

18

8

11

35

12

팔자걸음

6

13

8

2

7

18

휘청걸음

6

14

29

12

20

17

발끝걸음

12

5

0

3

7

7

비틀걸음

8

12

11

4

11

16

황새걸음

6

18

30

6

26

22

소걸음

6

3

5

0

2

12

5. 결론

갈지자걸음

8

12

8

4

12

12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걸음걸이 동작을 측정하여

자국걸음

18

4

3

0

6

19

잰걸음

28

15

3

40

6

0

오리걸음

6

11

12

13

9

7

봉충걸음

6

12

12

5

8

17

종종걸음

18

13

10

38

2

1

퉁퉁걸음

1

11

23

22

11

2

그림 4. 실험 환경: 모션 플랫폼에 앉아있는 모습

이를 4D 모션 플랫폼으로 렌더링한 다음,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사실감 및 몰입도를 평가하고, 어휘
평가를 통해 모션 자극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경험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모션 자극의 움직임이
중간 정도이고, 약간 느린 정도의 걸음에서 가장 높은
사실감과 몰입도를 기록하였으며, 걸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선택한 결과는 걸음걸이의 크기 및 주기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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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모션의 강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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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 환경에서의 IoT 기기 제어를 위한 손 포스처 인식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Hand Posture Recognition Technology
for Controlling IoT Devices in Smart Ho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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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야 하며, 결국 기기가 너무 많아질 경우 사용자는
많은 기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된다. 손 동작을 이용한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사용자가 가진 경험을 기반으로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특별히
외우거나 학습 없이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작을 기반으로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기기없이 간단한 손 동작으로
다양한 가전 제품 등 기기를 작동할 수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같이 손 동작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손 포스처의 효율적인 검출 및 인식
기능이 요구된다.

요약문
최근 생활 환경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사용자들이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IoT(Internet of
Things)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제스처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정확한 손 포스처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깊이 카메라를 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획득한 사용자 손 관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손 포스처 인식 기술을 제안한다. 먼저
획득한 관절 정보를 유의미한 특징 데이터로
유도하였으며 이를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손 포스처 인식이 가능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95%의 손 포스처 인식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제안하는 기법을 기반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카메라와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손 포스처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전방에 놓인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RGB
영상과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손 관절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손 포스처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인접 손가락의 사이각, 거리 등의
feature 로 재가공한다. 이렇게 유도된 특징값은
MLP[1]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스마트 홈, 포스처 인식, 다층 퍼셉트론

1. 서 론
스마트 홈이란 주거환경에 IT 기술을 융합하여
주거생활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 주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을 말한다. 스마트 홈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나 센서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 내부에 존재하는 기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많은 숫자의 기기를

2. THE PROPOSED APPROACH
2.1 손 관절 정보 획득
제안하는 방법을 위해 그림 1 과 같이 손 포스처 인식
처리 모듈(Posture Recognition Module)과 포스처
인터랙션 처리 모듈(Posture Interaction Modu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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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and Posture Classification

구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페이스 렌더링 등에
적합한 C++기반 Openframeworks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였다. 사용자의 손 관절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한 ColorHandPose3D 네트워크[2]는 단일 RGB
이미지에서 3 차원 손 관절 좌표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손 포스처 검출 결과

손 포스처 인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한 방식[3], k-nearest
neighbor (KNN)을 이용한 방식[4], Naïve Bayes[5],
Multi-layer perceptron (MLP)을 응용한 방식[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6]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MLP(Multi-Layer Perceptron)는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사이에 하나 이상의 숨겨진
레이어가 있는 신경망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며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학습을 위한
분류 알고리즘으로 기계학습 방법론 중 MLP 을
사용하였다. MLP 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층이 존재하는 신경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 가능하며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입력층 데이터의 차원은 분류기에
사용되는 feature 의 수이며 출력층 데이터의 차원은
인식 포스처의 수이다. MLP 알고리즘의 경우, 활성
함수의 종류, 은닉층의 깊이, 레이어의 노드 수 등을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로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이퍼-파라미터들을 조정해
가며 학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조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 및 데이터 흐름

사용자의 손 동작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 카메라는
사용자의 전방부에 설치하여 RGB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python 기반 네트워크를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Openframeworks 의 ofxPython
addon 을 사용하여 바인딩하였다.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 스트림은 먼저 프레임 크기와 데이터
타입을 수정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를 python
모듈로 전송하여 사용하기 위해 먼저 Mat 정보를
Numpy 로 수정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였다.
전달받은 이미지 스트림 관련 정보는 딥러닝 모델의
결과에 따른 손의 좌표 정보는 ‘pass by reference’로
C++로 전달한다.
2.2 Derived Feature

3. 실험
3.1 데이터 수집 및 실험 방법
표 1. 손 포스처 인식률을 나타내는 혼동 행렬
그림 2. 손 관절과 손 모양의 기하학적 특징

손 관절 정보를 이용하여 feature 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별도의 핸드 좌표계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각 관절의 방향벡터를 구한 후 이를 손 포스처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손가락의 접힘/펼침 여부,
인접 손가락의 사이각, 인접 손가락의 손끝 간의 거리
등의 feature 로 재가공하였다. 이렇게 유도된 다량의
특징값들은 MLP 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된다.

모든 학습 데이터는 피실험자 당 5 가지의 포스처에
대해 1000 개의 데이터 세트 씩, 총 5 명의 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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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손 포스처 인터랙션 State Diagram

4. APPLIACATION

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
에서 사용한 손 포스처는 [그림 3]과 같다.

4.1 Natural Interaction
사용자의 연속적인 손 동작을 이용하여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 는 사용자의 손 포스처에 따라
진행되는 인터랙션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예시이다.

학습을 위해 특정 손 포스처를 취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각 어떤 동작인지 라벨링하여 저장하였다.
이 학습 데이터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기를 학습시켰다. 실험은 상기에서 구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의 MLP 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MLP 는 Gaussian, 16 노드의 은닉층을 가지는
모델일 경우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사이 각이나 거리 또는 벡터와 같이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 특징들을 학습을 위한 feature 로 사용하였다.

‘Target Acquisition’: 사용자는 ‘Pointing’ 포스처를
이용하여 IoT 기기 제어를 위한 UI 를 활성화할 수
있다. ‘Pointing’ 은 커서를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는
포스처로 커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가전
제품 중 상호작용을 진행하기 위한 기기를 가리켜
선택할 수 있다.
‘Click’: 객체 선택 완료를 의미하며, ‘Pointing’에서
엄지를 검지로 움직이는 포스처인 ‘Thumb-Trigger’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엄지와 검지가 접촉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마치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4.e0)

3.2 실험 결과 및 토론
[표 1]은 각 포스처 별로 인식률을 나타내는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이다. 실험 결과 평균 95.12%
가량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기하학적으로 각
포스처의 특징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정확도가 높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Pinch’의 경우
정확도가 다른 포스처에 비해 정확도가 낮았는데, 이는
도출된 손 관절 정보가 ‘Paper’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Pinch’와 ‘Paper’ 포스처와 같이 유사한 동작의 경우
기존 추론 알고리즘이 정확한 분류가 어려워 정확도가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습
알고리즘 하위에 sub-predictive model 을 구현하였다.
Sub-predictive model 은, 기존 학습 알고리즘이
입력을 상기의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특정 동작으로
추론할 경우, 해당 동작을 추가적으로 이진 재분류하는
단계에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실험 결과에서도,
다른 결과로 반복해서 바뀌며 불안정하게 인식되는
문제(oscillation)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동작 인식을
실현할 수 있었다.

‘Rotate’: 객체 선택 완료 단계인 ‘Click’상태에서 손
각도 변동에 따라 현재 선택된 객체를 회전시킨다.
(그림 4.e1)
‘Translate’: 객체 선택 완료 단계인 ‘Click’상태에서 손
위치 변동에 따라 객체 위치에 변화를 야기한다. (그림
4.e2)
‘Scale’: 객체 선택 완료 단계인 ‘Click’상태에서
사용자는 ‘Pinch’를 통해 객체 크키 변화를 야기한다.
(그림 4.e3)
‘Zoom’: 객체 선택 완료 단계인 ‘Click’상태에서
사용자는 ‘Fist’를 통해 객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그림 4.e4)
‘Release’: 사용자는 ‘Paper’ 포스처를 이용하여
인터랙션 수행을 완료할 수 있다. (그림 4.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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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정보를 손 포스처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feature 로 유도하고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여
동작을 구분하는 것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손 포스처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feature 로 재가공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각
feature 를 조합하여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
손가락과 손목, 손등의 방향 벡터, 인접 손가락의 사이
각, 거리를 feature 로 사용하였을 경우 5 가지 손
포스처에 대해 평균 95%의 인식율을 얻을 수 있었다.

4.2 스마트 홈 시스템 시나리오

그림 5. 프로젝션 AR 기반으로 IoT 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홈 환경 예시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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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요통 환자 5,232 건으로 전체 업무상

요약문
본

연구는

일자형

골반후방회전을 일으키는

요추의
일반

원인이
의자의

질병의

되는

53.7%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1].

작업자가 사용하는 의자의 자세 교정 기능이
현재까지는 등받이에 상대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3 분할유동좌판의자의 효능을
실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착석 시의

점을 사무 작업자들의 척추 질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의자를 사용 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추의 만곡(lordosis)이 골반 후방

곧게 세운 자세와 구부정한 자세에서 근활성도와
골반회전 각도 및 만족도를 일반의자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참가자는 남자 대학생 6 명을 대상으로

회전(Backward rotation)에 의해 일자로 변형이
되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했다. 의자 별로 척추세움근, 배곧은근,

발생한다. 이러한 요추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요추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은 정설로 알려져 있으나

배바깥빗근의 근활성도와 골반회전각도를 곧게 세운
자세(Erect sitting) 로 1 분(구간 1), 구부정한 자세

일반의자의

(Slump sitting) 로 1 분 (구간 2), 같은 자세로 8 분 후

좌판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요추지지대를 활용하기 위해 엉덩이를 등판 쪽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 효용성이 높지

1 회를 추가로 측정하였다(구간 3).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시 초기와 후기를 각각의 구간(구간 2,3)으로

않은 단점이 있다.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근활성도 분석 결과 구간
3 에서 3 분할유동좌판의자에 앉았을 때가
일반의자에 비해 배곧은근의 근활성도는 유의미하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체역학적 원리와
Affordance Design 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낮았고 반면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는 유의미하게

엉덩이를 이동하지 않고 정자세로 앉도록 유도하는

높았다. 골반회전각도 분석 결과 전 구간에서 3

유동성을 가진 3 분할 좌판 의자가 개발되었다.

분할유동 좌판에 착석했을 때의 골반 후방회전각도가
비교적 작았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부위별 주관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허리, 오금부위에서 일반의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3 분할
유동 좌판의 움직임으로 골반의 후방 회전을
방해하여 요추의 만곡각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능성 3 분할 좌판을
가진 의자가 일자 요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사용성을 개선한다면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그림 1. 3 분할유동좌판의 개념도

3 분할유동좌판, Erect sitting, Slump sitting, 골반

이 의자는 착석 시 분할된 좌판의 피칭(Pitching)과

후방 회전, 요추 만곡각

롤링(Rolling)이 일어난다. 이를 통해 골반의 후방
회전을 최대한 방지하여 장시간 착석 시 디스크에

1. 서 론

걸리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사무 작업자들은 하루 일과 중 약 75%를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하지만 그 효과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척추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4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3 분할
좌판의자와 일반적인 의자에 착석 시의 특정 근육의

전극을 부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으며, 전극
부착위치는 Perotto(2011)가 제안한 부착위치를

근활성도와 골반회전각도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참고하였다[2].

일반의자와 3 분할 유동좌판 의자를 비교하고자 한다.

동작분석기(myoMo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작분석 센서 6 개를 Head, Upper Thoracic, Lower

2. 방 법

골반회전각도는

Noraxon

사의

Thoracic, Pelvis, Thigh(Left/Right)에 부착하였다.

2.1 실험 참가자

표본수집율(Sampling rate)은 1,000Hz 이며 20400Hz
의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와

본 연구는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관련 질환 경험이

60Hz 의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고 측정 시

없는 남성 대학생 6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두 장비를 동기화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6.3(±4.8)세이고, 실험
참가자의 키, 몸무게, BMI 의 평균은 각각 176.0
(±6.3)cm, 76.4(±12.4)kg, 24.5(±3.7)이다.
2.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비교(Within Subject
design)로
설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의자의
종류(일반의자, 3 분할유동좌판의자)로 설정하였다.

그림 2. 근활성도 측정 대상 근육(배곧은근, 배바깥빗근,

두 의자는 모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좌판의 분할여부를 제외하고 가격대, 시트의 재질 및

척추세움근)

기능이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4 실험 과정

실험참가자가 일반의자와 3 분할 유동좌판 의자에
앉아서 책상위에 위치한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을

실험 전에 실험참가자는 반바지로 환복하고 맨발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참가자에게 실험 방법과

약 10 분간 시청할 때 초기 1 분 간 곧게 세운 자세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각 의자에 착석 전에 각 의자의
시각적 요소를 평가하는 설문(5 문항)을 진행하였다.

착석(Erect sitting), 이후 9 분 중 초기 1 분의
구부정하게 착석(Slump Sitting) 및 마지막 1 분의
편하게
착석
시의
척추세움근,
배곧은근,
배바깥빗근의

근활성도와

실험참가자에게 EMG 전극과 모션센서를 부착하고
서있는

골반회전각도로

상태에서

모션센서

교정(Calibration)을

설정하였다.

실시하였다. 일반의자와 3 분할유동좌판 의자 좌판의
높이는 각 실험참가자가 의자에 착석 시 무릎의

표 1. 실험대상제품

내각이 직각이 되도록 조절하였으며, 등받이 각도는
조절하지 않았다. 이후 모니터 상단이 실험참가자의
정면 시선과 수평이 되도록 높이를 조절하였다. 각
의자에 앉아 영상을 시청하였다.
실험참가자에게 처음 1 분동안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로 앉도록 하고(Erect sitting) 이후 구부정하게
앉도록(Slump sitting) 하여 총 10 분간 근활성도와
골반의 회전각도를 측정하였다. 편하게 앉을 때는 등
전체를 의자등판에 기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였다.

일반의자
S사 모델 T

3분할유동좌판의자
D사 모델 K

이후

의자에

대한

설문문항은 Likert 7-point scale 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에서는

사의

Surface

EMG 측정장비(Ultium)를 사용하여
좌/우(Rectus
Abdominis:
RA),

배곧은근
배바깥빗

좌우(External

착석한

만족도(7 개 문항)와 부위별(엉덩이, 허리, 허벅지,
오금) 주관적 만족도(4 문항)를 조사하였다. 모든

2.3 측정 장비
본

실험참가자에게

Noraxon

Oblique:

EO),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답이 되도록 문항을
설정하였다.

척추세움근

좌우(Lumbar Erector Spinae: ES) 총 6 개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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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석 방법

3 분할유동좌판의자에서 배곧은근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각 의자에서 추출한 총 10 분간의 근활성도
데이터와 골반회전각도 데이터에서 초기 1 분간 곧게

(p=0.096)의

근활성도는

근활성도는
척추세움근

일반의자에서와

반대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했을
경우(구간 2→구간 3)에는 두 의자 모두 유의미한

세운 자세로 착석(Erect sitting, 구간 1), 구부정한
자세로 착석 직후 1 분(Slump sitting, 구간 2), 실험
종료 직전 1 분(Slump sitting, 구간 3)의 총 3 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간에서 앞뒤 10 초를
제외하고 40 초씩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근활성도는 Noraxon 사의 MR3.14 을 이용하여
각 근육 별로 측정한 데이터를 RMS(Root Mean
Square) 기법을 이용하였고 윈도우크기(Window
size)는 100ms 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참가자가
의자에

착석

시

생활습관에

따른

골반의

좌우불균형으로
측정한
좌우근육의
활성도가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근활성도의

그림 3. 의자에 따른 구간별 근활성도(배곧은근; 배바깥근;
척추세움근, *: p<0.1)

합으로 구간 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가
일반의자를 사용한 경우와 3 분할유동좌판의자를

3.2 골반회전각도

사용한 경우의 각 구간을 일대일 비교하기 위해
통계패키지 SPSS 25.0 for Window 를 이용하여

직립상태에서 동작분석 센서의 교정을 실시하였기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다. 골반회전각도 또한

때문에 착석 시 골반의 후방회전이 일어나 데이터는
음의 값을 갖는다. 그림.4 와 같이 세 개 구간

일반의자와 3 분할유동좌판의자에 앉았을 때 각
구간의 평균값을 Paired t-test 를 실시하여

모두에서

비교하였다. 유의수준(α)은 0.1 로 설정하였다.

3

분할유동좌판의자에

착석했을

때가

일반의자에 착석했을 때 보다 골반의 후방회전각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의자와 비교하여

3.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3.1 근활성도
구간별로 살펴봤을 때 구간 1 에서 각 근육 별
근활성도는 일반의자와 3 분할유동좌판 의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간 2 또한 각
근육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3 분할유동좌판의자에 앉아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을
시 배바깥빗근(p=0.162)에서 일반의자에 앉았을 때
보다 근활성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척추세움근(p=0.111)의
근활성도가
일반의자를
앉았을 때 보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구간

그림 4. 의자에 따른 구간별 골반회전각도(**: p<0.05)

3 에서 배곧은근(p=0.098)의 근활성도가 3 분할
유동좌판의자에 착석 시가 일반의자에 착석 시 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척추세움근(p=0.086)에서는

3.3 시각적 요소 평가, 만족도 조사 및 부위 별
주관적 만족도 조사

3 분할유동좌판의자에 착석 시가 일반의자에 착석

설문조사 결과 시각적 요소 평가와 만족도조사에서

시에 비해 근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의자가

각 의자별로 곧게 세워 앉은 자세에서 구부정하게
앉을 때(구간 1→구간 2)를 살펴보면, 일반의자에
서는 배곧은근과 배바깥빗근의 근활성도는 유의미한
낮아지는

경향성을

분할유동좌판의자보다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척추세움근(p=0.162)의
근활성도가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위별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는 3 분할유동좌판의자의 평균값이 높게
시각적
평균값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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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여부, 바른 자세 유지 도움여부 항목과 같은
기능적 시각적 요소에서 높은 값을 받았다. 만족도

위의 근활성도 데이터 분석 결과 일반의자에서 곧게
세운 자세(Erect sitting)에서 구부정한 자세(Slump

조사에서는 좌판 쿠션의 적절성, 좌판의 너비, 좌판의

sitting)로 변경 시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하는

깊이,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일반의자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좌판 움직임의 편안함과 구매의향에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O’Sullivan et al.(2002)의
곧게 세운 앉은 자세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변경했을

3 분한유동좌판의자의 값이 높았다. 특히 구매의향

때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항목에서 일반의자의 값은 3.83 으로 중간 값을 넘지
못하였다. 부위별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는 엉덩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3]. 또한 이러한 현상은
몸통이 굽혀지면서 근활성도가 감소하거나 매우

허벅지 부분에서는 일반의자의 점수가 높았고 허리,

낮아지는 굴곡이완 반응(Erector spinae flexion-

오금

relaxation response: FRR)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4],
이는 요추의 인대 및 디스크에 하중을 증가시켜

부위에서는

3

분할유동좌판의자의

점수가

높았으며 오금부위는 평균 2 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통증을

표 2. 설문조사 결과
구분

시각적
요소
평가

문항

일반의자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5].

3 분할유동
좌판의자

반면에 3 분할유동좌판 의자에서는 곧게 세운
자세(Erect

sitting)에서

구부정한

자세(Slump

의자 디자인 선호도

5.17

3.83

허리 보호에 도움 여부

4.33

4.50

sitting)로 변경 시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 분할유동좌판 의자에 착석 시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 여부

4.17

5.00

골반회전각도와

편하게 앉을 수 있어 보이는가

4.67

3.50

앉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5.17

5.00

그림 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 분할유동좌판 의자에
앉았을 때가 일반 의자 착석 시에 비해 분석 구간

계

4.70

4.37

좌판 형태의 편안함

4.83

4.33

좌판 쿠션의 적절성

5.00

4.83

사용할 때 좌판이 피칭과 롤링을 하여 일반의자에
비해 골반의 후방회전을 감소시켜 구부정한 자세가

좌판 움직임의 편안함

4.50

4.83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곧게

좌판의 너비

5.50

4.50

좌판의 깊이

4.67

4.00

구매의향

3.83

4.33

전반적인 만족도

4.83

4.50

선호도가 일반의자에 비해 떨어졌다. 이는 낯선
디자인의 의자이기 때문에 기존 의자와 다른 것이

계

4.74

4.48

시각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좌판의

엉덩이의 편안함

5.33

5.17

허리의 편안함

4.17

5.17

너비와 깊이의 경우에도 성인남성이 앉기에 작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허리 보호에 도움이 되고 바른

허벅지의 편안함

5.00

4.17

오금부위의 편안함

3.17

5.17

실험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위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일반의자에 비해

계

4.42

4.92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
조사

부위별
주관적
만족도
조사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3 분할 유동좌판 의자를

세운자세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3 분할 유동좌판의자의 디자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요소에서

본 연구는 3 분할 기능성 좌판의 요추 자세 개선
효과와 소비자 반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향후, 다수의 남녀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3 분할좌판의자와 일반적인

실험참가자와 장기간 착석 시간 상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반 후방 회전 예방

의자에서 곧게 세운 자세(Erect sitting)로 앉았을
때와 구부정하게 앉았을 때(Slump sitting)의
배곧은근,

해석할

마다 골반 후방회전각도가 약 5 도 감소한 것을

4. 토의 및 결론

척추세움근,

연결하여

배바깥빗근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근활성도와

있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골반회전각도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의자와
3 분할 유동좌판 의자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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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다 상대적으로 연산 능력이 약한 모바일

요약문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의 추론을 실시간으로 실행하기

모바일 환경에서 높은 인식률과 실시간 추론 속도를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는 필수적이다.
ShuffleNet[4], MobileNet[5]과 같이 합성곱 필터의

보장하는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를 통해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변형을 통해 연산량을 줄이는 네트워크 경량화,
가중치의 양을 줄이는 네트워크 프루닝[6],
부동소수점을 가지는 가중치의 근사화인 양자화를

손가락을 탐지해 공중이나 책상 위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Air Piano 를 제안한다. 피아노 연주에 사용되는
손가락 탐지를 위해 MobileNet 을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객체

탐지

모델인

SSD(Single

통한 모델 압축으로 모델의 경량화와 추론의 고속화를
구현할 수 있다.

Shot

1.2 연구 방법

Detector)를 사용한다. 얻어지는 손끝 좌표와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Piano 건반 위치를 비교해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객체 탐지

해당하는 음을 출력한다. 본 방법의 검증을 위해

모델의 경량화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손가락을 인식하여 허공이나 바닥에

GALAXY S10+ 기기에서 실험한 결과 평균
90.68%의 정확도로 손가락을 인식하여 모바일

피아노를 치는 동작을 통해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Air

환경에서 실시간 객체 탐지를 통한 Air Piano 연주의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Piano 를 제안한다. 모바일 기기에 표시되는 건반의
위치와 10 개의 손가락의 끝점이 상호작용하여

주제어

피아노 음을 출력하여 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딥러닝, 객체 탐지, 에어 피아노

MobielNet 을 통해 입력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객체 탐지 모델인 SSD(Single Shot Detector)[7]를

1. 서 론

기반으로

각

손가락의

끝점

위치를

추론한다.

Tensorflow Lite 변환기를 통해 양자화 및 최적화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딥러닝 모델 추론이 가능하게 하였다.

1.1 연구 배경
최근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손

또한

제스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손 제스처 인식을 통한 인터페이스 조작은

안드로이드

NNAPI(Neural

Network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하드웨어 가속 추론연산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기존의 하드웨어 장치보다 직관적이며 자유로워

본 방법의 검증을 위해 GALAXY S10+ 기기에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높여준다. 손 제스처 인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깊이 정보를 파악하는 립모션,

실험한 결과 한 프레임에서 평균 90.68%의 정확도를
가지며 평균 25ms 로 손끝 객체를 탐지한다. 평균

ToF 깊이 센서, 가속도 센서 등 별도의 장비가

초당 40 프레임의 영상이 입력된다는 점과 피아노

필요하며 조명이나 거리 등 외부 환경에 제약이
있다[2]. 딥러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객체 탐지
분야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3]. 딥러닝

연주 속도를 감안할 때 열 개의 손끝 객체를 인식하여
정확한 피아노 연주에 무리가 없으며 피아노 화면

기술은 추가적인 장비의 도움 없이 외부환경에 강건한

출력과 소리 출력 반응시간에 평균 12ms 가 소요되어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37ms 의 소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실시간 Air
Piano 연주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딥러닝 모델의 문제점은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깊게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모바일 기반

쌓은 신경망의 가중치가 증가하고 추론 모델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 추론 시간 또한 길어진다는 점이다.

손끝 객체 인식방법과 특징 추출기인 Mobi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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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탐지 모델인 SSD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객체 인식 기반 Air Piano 의 실험과 본

Network)과 같은 별도의 네트워크로 후보 영역을
계산하여 경계 상자를 예측하는 기존의 Faster-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세트의 구성과 제작과정을

RCNN 과 같은 이중 네트워크 구조보다 빠른 객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실험 결과와 함께

탐지가 가능하다.

결론을 맺는다.

300x300 크기의 3 채널 입력 영상을 MobileNet

2. 모바일 기반 손끝 객체 인식 방법

특징 추출기와 합성곱 연산을 통해 6 개의 다양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기반 Air Piano 구현

해상도를 가지는 특징맵을 생성한다. 각 특징맵에
대해 3x3 합성곱 연산을 통해 객체 유무 가능성과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사용자 앞에 세워진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통해 열 손가락의 손끝 점이

경계 상자 (Bounding Box)의 위치에 대한 오프셋을
계산해 경계 상자를 추론한다. 예측된 수 많은
경계상자들의 겹치는 부분에 대해 NMS(Non-

모바일로 이식한 SSD 모델의 추론을 통해 열 개의
손끝 좌표로 변환된다. 다중 객체 탐지가 가능한 SSD
모델을 통해 손가락을 탐지하여 피아노 건반의 누름을

Maximum Suppres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경계
상자의 중복된 영역을 제거해 최종적으로 객체가

인식한다.

탐지된 경계상자를 구한다.
객체 탐지를 위해 특징맵을 일정 크기로 나눠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종횡비를 가진 기본 상자(Default Box)
를 생성하고 참 경계 상자(Ground Truth Box)와의
IoU(Intersection over Union)의 값이 0.5 이상인 상
자들을 선택해 객체로 설정하며 0.5 이하인 경우는 배
경으로 설정한다. 일반적인 영상의 경우 객체보다 배
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기본 상자의 대부분은
배경을 포함하고 일부 기본 상자만 객체를 포함하고
있어 경계 상자를 예측할 때 학습의 불균형이 발생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경 중 객체라고 잘못 판단한
경계 상자를 부정 값(Negative Sample)으로 지정하
고 객체를 긍정 값(Positive Sample)으로 하여 부정

그림 1 Air Piano 처리 과정

값과 긍정 값의 비율을 3:1로 맞춰 학습한다. 이를 통

2.1 MobileNet 기반 특징 추출

해 빠른 수렴과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추론 과정

입력 영상 중 손가락 객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완전 연결 신경망에 합성곱 연산과

에서 다양한 해상도의 특징맵을 추출하는 SSD의 특성
과 NMS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객체탐지가

최대 풀링을 추가한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다.

가능하다.

MobileNet 은 기존의 합성곱 연산을 깊이필터를
이용한 깊이별 (Depthwise) 합성곱과 1x1 위치별

2.3 건반 누름 판단

(Pointwise) 합성곱으로 분리해 정확도에 큰 손실없이

Air Piano 는

기존보다 연산량을 약 8~9 배 줄여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론의 고속화와 경량화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을 사용자의 앞에 세워
전면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손 영상을 입력 받아

설계된 딥러닝 모델이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음을

2.2 SSD 기반 객체 탐지
입력 영상을 기반으로 MobileNet 에서 추출된 특징을

출력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건반의 위치에 맞추어 허공이나 책상에 손가락으로

사용해 SSD 모델로 손가락을 인식한다. SSD 는

피아노를 치는 듯한 동작을 하여 연주가 가능하다.

회귀문제인 탐지된 객체의 경계 상자 추론의 오차
값과 분류 문제인 라벨 값 추론의 오차 값을 단일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때문에 RPN (Regio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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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는 학습 데이터세트의 예시 및 참 경계
상자이다. Air Piano 연주와 같이 연주하는 영상의
캡처를 통한 학습 데이터세트 생성과 손끝 객체의
정답 값과 위치 값을 xml 형식으로 저장해 지도학습을
수행한다. 학습 데이터세트로는 4 명의 학습자가
다양한 조명, 거리, 배경에서 수집한 2,000 장의
손가락 원본 영상 데이터세트에서 10%인 200 장을
테스트 데이터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강시켰다. 이미지 데이터의 증강에
그림 2 Air Piano 시연

따라 참 경계상자도 함께 변환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명암 변화에 강인하도록 3 배
증강하였다. Air Piano 특성 상 영상을 통해 움직이는
객체의 영상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7x7 크기의 모션
블러 필터로 블러 처리를 통해 손끝 움직임의 흐릿한
입력에도 높은 인식률을 유지하도록 증강하였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도 올바르게 탐지되도록 증강된
손가락 영상을 좌우 최대 30 도씩 무작위로 회전시켜
3 배 증강하여 총 12 배의 증강을 통해 21,600 장의

그림 3 Air Piano 실행 화면

학습 데이터세트를 구성하여 학습시켰다.

그림 3 은 Air Piano 의 실행 화면 중 일부이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반투명한 건반 이미지와 함께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입력
영상이 같이 출력된다. 붉은 실선이 실제 건반의
눌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손끝 점이 기준선
아래로 입력되는 순간 해당 건반의 음이 출력된다.
프레임마다 손가락 객체와 손끝 좌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건반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프레임 수만큼의 피아노 음이 반복해서 출력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건반은 5 개의 큐와

그림 4 학습 데이터 예시 및 참 경계 상자

1 개의 건반 눌림 플래그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음을

3.2 실험 환경

연달아 내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건반의 손가락을 뗀
후 다시 건반을 눌러야 하는 점은 실제 피아노의

본 실험은 프로세서 Intel Core i5 8400, 그래픽 카드
GeForce GTX1080Ti, 16GB RAM 으로 구성된
PC 에서 Python3.6 과 Tensorflow-gpu 1.13.1 을

동작과 유사하다. 또한 건반이 눌리게 되면 손끝을
인식하는 붉은색 점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해당 건반의
색이 짙게 변하여 청각 뿐 아니라 시각적 효과도

개발도구로 사용한 환경에서 학습시킨 SSD 모델을
TensorFlow Lite Converter 를 통해 tflite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 GALAXY S10+에서

줌으로써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3. 실험

실험하였다.

3.1 학습 데이터세트

3.3 성능 분석

손가락 탐지를 위한 학습은 사람, 강아지, 자동차 등

본 실험에서는 4 명의 학습자가 다양한 장소와

80 가지의 클래스로 구성된 COCO 데이터 세트를

조명에서 수집한 200 장의 테스트 데이터세트로

기반으로 학습한 SSD 모델의 가중치를 통해 전이
학습했다[8,9]. 전이 학습은 이전의 학습한 특징들을

구성하여 손끝 객체 탐지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Air Piano 의 모바일 객체 탐지

활용해 재학습하기 때문에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일 객체 탐지의

필터들을 학습하는 방법보다 적은 데이터 양으로

성능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AP(Average
Precision)를 사용한다. AP 는 검출된 객체들 중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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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IoU 의 값이 0.5
이상인 객체를 정검출로 판단하였다. 원본 데이터에서

5. Howard, A. G., Zhu, M., Chen, B.,
Kalenichenko, D., Wang, W., Weyand, T., ...

무작위로 추출한 손가락 영상 200 장을 테스트

&

데이터세트로 정확도를 계산한 결과 90.68%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mobile
vision applications. arXiv preprint (2017),

정확도를 보였다.

Adam,

H.

Mobilenets:

Efficient

arXiv:1704.04861.

모바일 기기에서 학습된 객체 탐지 모델의 추론

6. Han,

속도는 실시간 적용을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3 명의
학습자가 총 2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추론 속도

S.,

Mao,

H.,

Dally,

W.

J.

Deep

데이터를 통해 평균 25ms 의 속도로 손가락 객체를

compression: Compressing deep neural
networks with pruning, trained quantization

탐지하여 Air Piano 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d huffman coding. arXiv preprint (2015),
arXiv:1510.00149.

4. 결론

7. Liu, W., Anguelov, D., Erhan, D., Szegedy, C.,
Reed, S., Fu, C. Y., Berg, A. C. Ssd: Single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입력 영상에 실시간으로 손가락을 탐지하여

shot

피아노 연주를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AMSUNG
GALAXY S10+기기에서 손가락 객체 탐지 모델을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6), 21-

multibox

detector.

In European

37.

활용한 결과 평균 25ms 의 추론 시간으로 손가락을

8. Lin, T. Y., Maire, M., Belongie, S., Hays, J.,

탐지해 실시간으로 실제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연주할
수 있음을 보였다. Air Piano 를 기반으로 피아노 연주

Perona, P., Ramanan, D., Zitnick, C. L.
Microsoft coco: Common objects in context.
In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교육 및 게임 응용과 향후 연구로 깊이 정보 추론을
통한 흰 건반 뿐 아니라 검은 건반도 연주할 수 있는

vision (2014), 740-755.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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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1 에 따르면, 전세계 의류 시장의 규모는 약

요약문

$3 조 USD 이며, 전 세계 GDP 에 약 2%를 차지하고

스타일(style)은 패션 도메인에서 중요한 개념이나,

있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으로

스타일과 관련하여 통용되는 정량적 지표 혹은

인해 패션 관련 영상 및 사진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기준이 없다. 정량적인 스타일 구분 기준 없이, 오랜

공유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의 활용 및 의존도는

경력자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증가하고 있다 [1]. 이에 따라 패션 상품을 설명하기

오랜 경력자들만이 스타일 정의 작업을 진행할 수

위한

있으며, 2) 전문가들조차 각기 다른 스타일 분류
기준을
발생한다.

가지고

업무를

우리는

정량적인

비전(computer vision)
스타일을

분류하는

진행한다는

알고리즘을

새로운

방법론을

변화하는

컴퓨터

기반의

정보(e.g.,

descriptions)는

문제점이

정보와

온라인

패션

패션에

images,

videos,

전문가들에게는
대한

분석뿐만

text

빠르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구입 의사 결정에 있어서 매우

패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제안한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fashion attributes

최근 machine learning 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패션

(e.g., type of clothes, decoration)이 스타일 구분의

이미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파악했고, 전문가들과 협업을

학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패션에

통하여 12,190 장의 사진에 146 개 attributes 를

대한 정량적, 객관적 분석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라벨링(labeling)하였다. 우리는 attribute 데이터와

들면, 옷의 categories and attributes 탐지 [2, 3],

최신 image classification algorithm 인 ResNet 를

fashion style 분석 및 분류 [4, 5], 패션 트렌드 분석 [6,

이용하여 추출한 벡터(vector) 데이터를 이용하여

7] 등이 진행되었다.

사람의 지식 및 딥러닝(deep-learning) 기술 결합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에서 데이터가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fashion style

가져야 될 신뢰성과 설명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classification 관련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말해서, 패션 데이터는 실제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하였다.

있는

주제어

만족되었을 때 분석결과의 의미와 패션업에서의

패션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인터뷰, 컴퓨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비전

자세한 파악을 위해 10 명의 패션전문가들과의 focus

데이터가

기준을

활용되고,

반영해야만

모델링을

하며

이런

위해서

조건이

group interview (FGI)를 아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1. INTRODUCTION

진행하였다.

Fashion industry 는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ashion business research

1

https://fashionunited.com/global-fashion-

industry-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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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아이템의 핵심 item 및 attribute 정의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s and
styles: 패션 스타일 데이터 세트 [9]와 전문가가

(2) 현재 패션 관련 데이터 세트의 한계 파악

정의한 attribute 를 함께 훈련시키는 딥러닝 모델을

(3) 패션 전문가의 관점이 반영된 패션 데이터 세트

개발하였다. 우리의 모델은 기존의 스타일 분류의

구축

최신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특정

첫 번째, 패션은 2 가지 요소 (attributes and styles)를

스타일을 분류할 때,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게

갖고,

작용하는지를 시각화 하였다.

두

요소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2 가지 기여점이 있다. 첫 째는 패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attribute 를 반영한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

두 번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패션 전문가의 지식과 통찰력을 적용하였으며, 두

결과, 패션 전문가들의 업무에서 다루는 관점들이

번째는 attribute 중심의 패션 style 분류를 위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개선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

성능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Attribute 선정 기준의 문제: 온라인 스토어 상품

2. RELATED WORK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만들거나 [3, 8], 비전문가
(연구자)가 직접 정의하여 [6, 7], attribute 기준으로

2.1 Attribute and style in fashion

옷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설명력과 관련된

Attributes(e.g., dress, sleeve, stripe, red color)는 옷의

문제점이 발생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류를 분류하고 [10, 11], 옷을 묘사하고 [2, 12],

Relationship 문제: Attribute 과 style 의 관계를

제품을 검색 [8, 13] 하는 데 사용된다. 옷의 상대적인
특성(다른 옷의 없는 특정의 옷의 attribute)은 패션

수평적 관계로 정의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6, 8].

트렌드에서 중요한 스타일을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style 은 attribute 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며,

[14]. Bather [15]는 두 가지 개념(attribute, style)을

이는 두 개념이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두 가지 개념 사이에 계층적 관계를

의미한다.

설정하여, 패션을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세 번째, 패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들의

그러나 computer vision 기술을 이용한 fashion style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관련 연구에서는 style 과 attribute 의 개념을

있는 fashion item 에 대한 attributes 을 재정의
하였고,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고려하거나,

계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패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통해 본질적인 속성을 정의하고 딥러닝 모델을

본 논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발하여 attribute 와 style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증명하였다.

Defining fashion attributes: 우리는 fashion design

2.2 Roles of HCI in computer vision research

단계를 정의하고, 각 design 단계마다 사용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attribute 를 정의하여 전문가 insight 기반의 접근을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선행 연구는 사람들의 표정과

시도했다. 인터뷰를 통하여, 6 단계의 fashion

행동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사람의

design process 와 146 개의 fashion attributes 를

감정 상태 [16, 17], 제스처나 움직임 등 [18, 19] 사람에

정의하였다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영역에서도

사용되었다. 이전 computer vision 연구와 다르게,
우리 연구에서는 사람을 연구 주제로만 보는 것을

- 5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1. 전반적인 연구 과정
넘어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HCI 방법론을

Step 1 (interview):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차용하여

전문가들의

현재 스타일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

참여와 컴퓨터 비전 기반의 컴퓨터 모델 개발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 기반의 개선 방법 도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관점,

(Attributes 이용한 style classification)

연구를

진행하였다.

패션

의사결정 과정, 작업 환경이 모델 개발에서 중요치

Step 2 (annotation): 패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않게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관적인

attributes 데이터 구축

의사결정과 작업 환경의 변화는 인터뷰, 관찰 및

Step 3 (Verification): 전문가의 지식(attributes)과

조사와 같은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

딥러닝

방법론 [20]으로 검토 및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결합된

merged

style

classification 모델 개발 및 attribute 영역과 딥러닝

연구에 HCI 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패션 전문성

모델의 interest region 시각화

기반에서의 computer vision 모델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 전문가의 요구와 작업 관행을 확인할 수

4. INTERVIEWS

있었다.

우리는 먼저 현재의 패션 전문가 10 명(패션 디자이너

3. EXPERIMENT

5 명, 패션 잡지 편집자 2 명, 패션 비즈니스 매니저
3 명)을 2 회에 걸쳐 인터뷰하였다. 첫 번째 인터뷰의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크게 3 가지이다.

목적은 style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목적 #1: 현재 스타일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는 학교 세미나실에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정량적 스타일 대한 필요성

2019 년 3 월 1 일~15 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번째

확인

인터뷰는 목적은 패션스타일 분석 업무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하는 것이었다.

목적 #2: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정량적 스타일

우리는 학교 세미나실에서 2019 년 3 월 16 일 ~

구분 방법론 제시

30 일에 걸쳐 인터뷰했다.

목적 #3: 현존하는 style classification 모델보다

4.1 1st 인터뷰 결과

뛰어난 성능을 내는 전문가의 insight 와 딥러닝

패션 전문가들은 스타일을 정의할 때, WGSN 2 과

기술이 결합된 style classification 모델 개발

같은 트렌드 분석 회사들이 발행한 트렌드 보고서를

위의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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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였다. 하지만, 보고서가 정해준 스타일 기준을

이미지에서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쓰기도

스타일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한 달 동안 패션 디자인과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패션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한

학생 3 명이 라벨링 작업을 진행했다(1 인당 4,000 장

공동의 정량적 기준은 없었다. 공동의 기준의 부재로

이미지 작업). 마지막으로, 패션 분야에서 4 년의

인해 생기는 오류를 패션 전문가들 모두 부정적으로

경력을 가진 한 전문가가 라벨링 결과를 다시

인식하고 있었다.

확인하여

하지만,

대부분

경험에

의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구축하였다.

6. VERIFICATION
그림 2.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및 프로세스 별

6.1 MODELING

attribute 개수

우리는 2 가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2 가지 모델 모두
annotation 된 attribute 를 one-hot encoding 을

4.2 2nd 인터뷰 결과

사용하여 벡터화(vectorization)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Attributes in the fashion design process: 옷은
수많은
patterns,

attributes(e.g., types of
types

of

textile,

clothes, textile

decoration,

Attribute-based logistic regression 모델: 다른

color)로

이미지 데이터를 제외하고, attribute 데이터 만을

구성되어 있고, 이는 attributes 가 옷을 정량적으로

이용하여,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구축하였다.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feature 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는 의상 디자인 과정을 정리하고, 각 과정의
사용되는 attribute 를 정리하였다(그림 2). 설계
프로세스는 주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속성에서
스타일에

필요한

속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6 단계 디자인 과정에서
146 개 attributes 를 추출했다.

그림 3. Attribute-image merged model 의

5. ANNOTATION

architecture

FashionStyle14 데이터 세트 [9]는 14 개의 fashion

Attribute-image merged model: attribute 데이터와

style 로 구성되어 있다 (conservative, dressy, ethnic,

image

fairy, feminine, gal, girlish, kireime-casual, lolita,

model 을 개발하였다. 최신 image classification

mode, natural, retro, rock, and street). 14 개의

알고리즘인 Resnet50 을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style 은 패션 전문가들에 의해 선택 및 라벨링 되었다

벡터화하고, attribute 데이터와 병합하여 최종

[9]. 0 바이트 크기의 936 개의 이미지를 제외한 총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12,190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세트를

logistic

regression

우리는

BBox-Label-Tool

3

을

결합한

우리만의

최종
으로

merged

데이터
훈련하여

merged 모델을 완성하였다(그림 3).

우리는 12,190 개의 이미지에 146 개의 속성을 라벨링
하였다.

데이터를

6.2 성능 비교

사용하여

이미지에 attribute 가 존재하는 영역에 boxing 을

이 2 가지 모델을 Takagi [9]가

FashionStyle14

하여, 각 이미지에 다수의 attribute 를 라벨링 하였다.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한 딥러닝 모델들과 성능을

이것은 모든 146 attribute 동시적 존재 가능성을 단일

비교하였다. Table 1 에서 attribute 기반 logistic
regression 모델의 성능은 ResNet-50 보다 약간

3

낮지만, VGG19, Xception, Inception v3 보다는 높다.

https://github.com/puzzledqs/BBox-Label-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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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IME 을 통해 확인한 Fine-tuned ResNe50 의 prediction 근거 영역과 해당 이미지의 attributes 영역의
비교(R: Resnet-50, M: Merged-model, G: Ground-truth)
우리는 attribute 기반 logistic regression 모델이

이미지의

아직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있다(그림 4). Merged-model 은 딥러닝이 놓치는

보인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줌으로써 style

부분을 attribute 데이터를 통해 훈련 함으로써,

classification 에서 attribute 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Resnet-50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CNN 모델과 attribute

attributes

의

영역을

확인할

수

7. DISCUSSION & CONCLUSION

정보가 합쳐 merged model 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CNN 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좋은 성능을

패션 스타일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전문적인 영역

보여주었다(표 1).

임에도

Model

Accuracy

Merged 모델

0.78

Attribute 모델

0.64

ResNet-50

0.72

VGG19

0.58

Xception

0.58

Inception v3

0.51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패션

도메인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 및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46

개의

attribute 데이터만을 이용한 모델이 현존하는
복잡한 딥러닝 모델보다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였다. Attribute 와 딥러닝 모델을 결합하면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Accuracy 78%). 성능 뿐만 아니라,

표 1. Style classification 모델 성능 비교

딥러닝이 놓치는 부분을 attribute 가 보완 한다는

6.2 Visualization

것을

시각화하여,

사람의

insight

와

컴퓨팅

Style classification 성능 향상에 있어서 전문가의

알고리즘이 합쳐질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정의한 attributes feature 의

가능성을 보였다. 우리는 본 방법론을 사용하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ResNet50 의 예측이

패션 스타일과 같은 정량적 기준이 필요한 영역의

틀린 1,125 장 이미지 중, 우리의 모델이 맞춘 이미지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463 장을 사용하였다. ResNet50 의 classification

사사의 글

process 에 interpretable model 인 LIME [21]을
적용하였다.

ResNet

이

이미지를

이

올바르게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분류하기 위해 비중있게 반영한 노란색 테두리
superpixel 영역과 빨간 경계 박스로 표현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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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웹툰의 컷 이미지들은 정적인
그림이지만, 특수 효과가 이미지에 입혀진 일명
효과툰(Effect Toon)이라 불리는 웹툰이 있다.
예를 들어 컷 이미지 내 특정 사물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나 소리 및 진동 등을 컷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는 효과들이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독자들이 콘텐츠에 더 몰입하고 [2], 만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

요약문
효과툰은 기존 웹툰에 다양한 효과들을 더해
독자들이 콘텐츠에 더 몰입하고 만족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효과툰 제작에는 작가의 시간과
노력 및 제작 도구 사용에 관한 지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생성 단계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일반 웹툰을 효과툰으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인 FX-Toon 을 제안한다. FX-Toon 은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기반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웹툰 이미지에서 효과를 적용할 대상을
검출하는 ‘효과 대상 검출기’와 추출된 대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나타나기, 움직이기
등)를

하지만 일반 웹툰에 비해 효과툰은 제작 시간이
많이 들고 제작 방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효과툰을 위해서는 작가가 웹툰 내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일일이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적용하는 ‘웹툰 효과 생성기’ 로 크게 구성된다. 본
논문은 FX-Toon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여
웹툰 효과 자동 생성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매주 1~2화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툰 제작에 노력을 더 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주제어

본 연구는 일반 웹툰을 효과툰으로 변환해 주는
FX-Toon 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주
사용되는 효과들과 효과가 자주 적용되는 대상들을
이해 하고자 효과툰들을 수집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대상 검출기와
웹툰 효과 생성기로 구성된 FX-Toon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효과 대상
검출기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기반의 시맨틱
세그멘테이션(Semantic Segmentation)을 통해
효과를 적용할 대상을 자동으로 검출해 내며, 웹툰
효과 생성기는 추출된 대상에 ‘나타나기’, ‘이동하기’
등의 효과를 적용하여 정적인 컷 이미지를 동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한다.

웹툰, 효과툰,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1. 서론
웹툰은 웹(Web)과 만화(Cartoon)의 합성어이며,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고 배포되는 만화를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1,600 여명의 전문 창작자들과 58 만
여명의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대규모 웹툰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웹툰 콘텐츠
및 서비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웹툰 서비스인 네이버 웹툰은 월간
순간 방문자(MAU)가 6,000 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K-Webtoon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하나의 웹툰 콘텐츠는 여러 화로 나누어 연재되는데,
각 화는 일련의 컷 이미지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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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a 값을 측정하였다. 검증은 분류 체계를 만들
때 사용치 않았던 컷 100 장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효과 분류 체계(𝜅 = .76)와 대상 분류 체계(𝜅 = .76)
모두 높은 일치도를 확인하여, 분류 체계를 최종
확정 지었다.

2. 관련 연구
효과툰에 적용된 소리나 움직임은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1]. 특히 움직임은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흥미로운 액션 장면을
연출하면서 효과적인 연출 도구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웹툰에 효과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독자들의 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2].

3.2 효과 및 적용 대상의 종류별 비율
최종 분류 체계에 맞춰 대표 효과툰에서 277 개의
효과 적용 컷들을 분류하여 카테고리 별 개수를
집계하였다. 표 1 과 2 는 최종 도출된 효과 분류
체계와 적용 대상 분류 체계 각각에 대한 항목 별
비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웹툰에서 효과를 적용할 대상을 검출하는
방법을 다루는데, 이는 기존의 망가(일본 만화)에서
프레임, 텍스트, 얼굴 및 몸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연구들과 관련이 있다 [3, 6]. 기존 연구들은
만화책의 특정 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번역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 대상 영역을 정밀하게 추출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대상 객체를 사각형으로 추출하는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보통 객체가 완벽한 사각형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객체 주변도 사각형 안에 함께
검출된다.

먼저 효과에 대해서 보면, '나타남/사라짐'이 약
47%, '반복 이동' 약 19%, '한번 색상 변화' 약 11%
순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상위
단위에서 봐도 '나타남/사라짐'의 비중은 높은
편이며, '움직임'도 약 36%의 비율을 보여 자주
사용되는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주 효과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객체' 약 30%,
'전체' 약 21%, '효과음 텍스트' 약 19%, ‘말풍선’ 약
1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웹툰 이미지 내 대상 자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변부가
완전히 제거하여 순수 객체 영역만 정밀하게 추출해
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기반의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 1 효과 분류 체계
상위 카테고리

출현 빈도(회)

비율(%)

187

46.7

한 번 색상 변화

45

11.3

여러 번 색상 변화

20

5.0

한 번 이동

40

10.0

움직임

반복 이동

74

18.5

(37.0%)

시점 변화

26

6.5

크기 변화

8

2.0

출현 빈도(회)

비율(%)

82

20.4

118

29.5
4.5

나타남/ 사라짐

3. 웹툰 효과 및 적용 대상 분석

(46.7%)
색상 변화
(16.3%)

효과 자동 생성 기술 개발에 앞서, 효과툰에서 어떤
효과가 어떤 대상에 자주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인기 효과툰들('고고고', '2015 소름',
'가담항설' 등)에서 효과가 적용된 150 개의 웹툰
컷을 수집하여 대표 카테고리를 추출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효과
나타남/사라짐

표 2 대상 분류 체계

3.1 효과 및 적용 대상 분류 체계
상위 카테고리

효과와 적용 대상을 위한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
Affinity Diagramming 을 수행하였다. 먼저 내부
연구자들이 150 개 컷에 대하여 각 컷에 적용된
효과와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를 라벨로 기록했다.
이어서 효과와 적용 대상에 대해 각각에 대해
비슷한 라벨들을 한 그룹으로 묶었다. 다음으로 각
라벨 그룹에 카테고리 라벨을 부여 하였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각 그룹에 대한 카테고리 라벨에
대해 그룹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위
카테고리를 추출하였다.

적용 대상
전체

이미지

객체 (인물, 사물 등)

(55.9%)

특수효과

18

배경

6

1.5

효과음 텍스트

77

19.3

말풍선

67

16.8

기타 텍스트

32

8.0

텍스트
(44.1%)

4. FX-TOON SYSTEM
그림 1 은 FX-Toon 의 동작 방식을 보여준다. FXToon 는 크게 효과 대상 영역을 검출하는 모듈인
‘효과 대상 검출기’와 검출된 영역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 생성기’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일반 웹툰을 선택하면, FX-Toon 은 원본
웹툰 전체를 컷 단위로 분리한다. 분리된 웹툰 컷

추출된 분류 체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내부 코더(연구자) 4 명과 외부
코더 4 명에게 효과 컷 이미지들을 앞서 추출한 분류
체계에 맞춰 분류하도록 하였고, 이들의 분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Co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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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X-Toon 파이프라인

이미지는 효과 대상 검출기에 입력되고, 이를 통해
각 컷 이미지에서 효과를 적용할 대상 영역들이
검출된다. 다음으로 원본 컷 이미지와 각 이미지 내
효과 적용 대상 영역을 입력으로 효과 적용 모듈은
검출된 영역을 바탕으로 원본 컷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다. 각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영역들이 구분된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로 변환한다.
구별망은
입력
이미지와
그에
상응하는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훈련 데이터에
있을 정도의 진짜 같은 이미지 조합인지, 생성망의
변환 결과일지를 분별한다. 이 두 네트워크는 서로
상충된 목적을 가지고 번갈아 반복적으로 훈련된다.
FX-Toon 은 생성망으로 U-Net 구조를 사용한다.
U-Net 은 Encoder 와 Decoder 로 구성된다.
Encoder 는 Conv. Layer 들로 구성되며 입력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한다. Decoder 는
Encoder 가 추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Deconv.
Layer 들을 거쳐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최종
생성한다. 특히, U-Net 은 Conv. Layer 와 Deconv.
Layer 사이에 Skip-Connection 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으며, Decoder 의 학습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7].

4.1 효과 대상 검출기
웹툰에 효과를 적용할 대상을 검출하기 위해 한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 레이블링을
하는 작업인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문제에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 원본
컷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 픽셀 단위로 효과
적용 대상이 레이블링(예: 객체, 말풍선, 효과음
텍스트 등) 되어 결과적으로 대상 영역이 정밀하게
검출될 수 있다. FX-Toon 은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기반의
Pix2Pix
[4]를
사용하여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였다.

FX-Toon 의 구별망은 원본 컷 이미지와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동시에 입력 받아 Conv.
Layer 들을 거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PatchGAN [4, 5] 구조로 설계 되었는데, 보통의
Conv. Layer 기반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최종 예측값을 출력하는 반면,
FX-Toon 의 구별망은 입력 이미지를 작은
영역들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예측값을 종합한다.
이러한 방식은 픽셀 별로 최선의 답을 찾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더 정교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웹툰 효과 생성기
웹툰 효과 생성기는 앞선 과정을 통해 검출된 효과
대상에 ‘나타남/사라짐’, ‘반복 이동’ 등의 효과를
입혀 정적 컷 이미지를 동적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한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하나의 원본 컷
이미지를 여러 장으로 변환하고 빠른 시간에
재생하여 만들어 진다.

그림 2 Pix2Pix

그림 2 와 같이 Pix2Pix 는 생성망과 구별망로
불리는 두 개의 심층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생성망은 원본 컷 이미지를 효과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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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 같이 ‘사라짐’ 효과를 위해서 먼저 원본 컷
이미지에서 적용 대상 영역만을 다른 축소 배율들을
사용해 축소한 이미지를 여러 장을 만들고, 원본
컷으로 시작해 축소 배율이 낮은 순서대로
이미지들을 빠르게 출력한다. ‘나타남’ 효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다. ‘반복 이동’ 효과는
검출 대상을 이동시켜 생성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구현
가능하다.

그림 4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결과

그림 3 웹툰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 예

6. 결론

5. 구현

본 연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일반 웹툰을
효과툰으로 변환하는 FX-Toon 을 설계하고
구현하다.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실험한 결과,
말풍선과 효과음 텍스트가 자동 추출될 수 있을
가능성과 나타나기, 반복 이동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자동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X-Toon 은 궁극적으로 앞서 도출했던 주요 효과
및 적용 대상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은
‘말풍선’ 및 ‘효과음 텍스트’, 적용 효과는
‘나타남/사라짐’, ‘반복 이동’에 집중하였다.
5.1 실험 환경

향후 연구로써 FX-Toon 의 핵심 모듈인 효과 대상
추출기와 웹툰 효과 생성기의 성능을 고도화 할
것이다. 현재 효과 대상 추출기는 말풍선과
효과음을 검출하는데 제한됐지만, 향후 다양한
객체들도 검출 가능하도록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말풍선에 비해 세그멘테이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효과음을 위해 이미지 처리
기법(예: 이미지 컨튜어링)을 함께 사용해 볼
예정이다.

실험을 위해 원본 컷 이미지와 추출 대상이 구별된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한 쌍을 하나의 데이터 샘플로
구성했다. 원본 컷 이미지는 네이버 웹툰에서 컷
이미지 400 장을 수집하였다. 이어서 원본 컷
이미지에서 말풍선 영역을 초록색, 효과음 텍스트
영역을 파란색, 그 외 영역은 검정색으로 칠하여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했다. 모델 학습은
ADAM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학습률은
0.0002 로 설정하여 1,000 번 반복해 훈련하였다.

효과 생성기도 생성 가능한 효과 종류를 늘려갈
것이다. 또한 자연스러운 효과를 생성할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효과를 적용 시 대상을
원본 이미지에서 분리 하면서 대상 영역이 공백이
되는 문제가 발견됐고, 이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적용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Image Completion 기법을 적용해 볼 계획이다.

5.2 효과 자동 생성 결과
그림 4 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임의의 이미지에
대해 효과 대상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훈련
초기에는 대상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역을 정확하게 검출하지 못했으나, 훈련이
거듭되면서 세그멘테이션 결과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말풍선은 매우 정교하게
검출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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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유효한 변수로 정의하는 모발 개수, 모낭
개수, 굵기를 계산하여 추출해낸다.

요약문
최근 환경오염,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 미 확인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확대경에서 촬영된 두피 이미지는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처리 기법을 통합하여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장착가능한
현미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두피
이미지
기반으로부터 유효한 변수를 추출하여 탈모 예방
또는 두피 자가 검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확대경 이미지의 빛의 반사,
대조와 같은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일반화한다. 둘째, 일반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유효한 변수로 정의하는 모발 개수, 모낭
개수, 굵기를 계산하여 추출해낸다.

두피 진단 기술은 고급 의학 영역에서 환자의
두피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위해 사용되어 왔다.
Hyungjun Kim[1]은 현미경 카메라 기반의 컴퓨터
비전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모발의 두께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Xiang Fang[2]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국인들의 모낭 상태 변화도 및
척도를 제시하여 모발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들은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최근 연구들은
확대경으로
촬영된
모발
이미지가
아닌
Shih[3]처럼 영상처리 또는 기계학습 기반의 Hair
Segmentation 에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GPU 가
사용가능한 PC 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개개인이
수동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힘든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고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사용하여 저 사양의 기기에서도
작동 가능한 메소드를 제공한다.

주제어
컴퓨터 비전, 주성분 분석, 격자 선분 선택, 의료
영상, 확대경 영상

1. 서론
최근 환경오염,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 미 확인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함께 성장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고급화를 통해 생활 곳곳에서 건강 자가 검진을
가능케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장착가능한 현미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두피
이미지 기반으로부터 유효한 변수를 추출하여 탈모
예방 또는 두피 자가 검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2. 모발, 모낭 개수 검출 및 모발 굵기 계산
본 논문에서는 두피 이미지에서 유효한 변수로
가정하는 ‘모발 개수, ‘모낭 개수’, ‘모발 굵기’를
계산하는데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모발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입력된 모발 이미지는 전 처리 과정을 통해 특징
값을 추출하기 위한 일반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전
처리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각각 유효 변수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진행한다.

확대경에서 촬영된 두피 이미지는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처리 기법을 통합하여 사용한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확대경 이미지의 빛의 반사,
대조와 같은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일반화한다. 둘째, 일반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 6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2.1 이미지 전 처리

상수 값 2 는 전체 이미지속에서 모든 모발들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길이의
비율이며,
본
논문에서는 약 절반정도를 구성한다고 가정하여
2 를 사용하였다. 식 (1)를 통하여 이미지로부터
모발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다. 단, 식 (2)에서
Grid 선분에 인접한 i-1, i+1 값이 연속되어 있는
True 값일 경우 1 개의 True 값으로 처리한다.

두피를 촬영한 이미지의 대부분은 모발의 반사된
빛에 의해 모발이 모두 선명하게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전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먼저, 확대경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512*512 로 Resize 를 진행한다. 모발과 두피에
반사된 빛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지 전체의 대비를
확장하는 Contrast Stretching 을 진행한다. Blur
Filter 를 적용하여 반사된 빛을 산란하고,
Erosion 을 통해 모발의 반사된 빛 부분을 채워준다.
이 Erosion 작업은 모발의 개수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에 적용할 경우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모발들도 이어져 모발 개수가 낮게 측정되는 실험
결과가 많아 사용하지 않는다.

2.2.2

모낭 개수 검출

전 처리된 이미지의 골격화를 진행한다. 골격화된
이미지는 n 개의 모발들에 대해 각 선의 굵기가 1 인
픽셀들만 남겨진 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골격화된
각 모발들에 대하여 끝 점들로 추정되는 픽셀을
추출한다. 이를 Masking 작업이라 명시한다.

명도와 대비를 조절하여 모발과 두피를 뚜렷이
구분하고 이미지를 이진화 한다. 결과적으로 모발의
픽셀 값은 True 가 되고 모발을 제외한 모든 픽셀
값들은 False 가 된다.

추출된
픽셀들을
기반으로
K-means[4]
알고리즘으로 군집화를 진행한다. 입력인 Masking
이미지는 존재하는 픽셀 값들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0, 1]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K-means 에 시작
중점이 되는 Centroid 는 각각 x, y 축에 대하여
정규분포를 사용하였다.

2.2 유효 변수 계산
전 처리된 이미지는 모발과 두피에 반사된 빛,
모낭과 두피의 관계를 최소화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이미지에서 모발만 추출하는데 사용되며 모발 개수
검출, 모낭 개수 검출, 모발 굵기 계산에 핵심적
원료가 된다. 모든 유효 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입력 값은 상기의 방법으로 전 처리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용한다.

2.2.1

기존
K-means
알고리즘의
경우
시작
Centroid 의 개수 k 를 먼저 할당하고 알고리즘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구하고자 하는
최적의 집합 S 에 대하여 상위집합 U 와 손실함수를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유효 변수 계산

본 논문에서는 모발의 개수를 검출하기 위해
히스토그램적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이미지에 n 개의 Grid 를 가로, 세로에 각각
사용한다. 다음으로, Grid 선분 상에 존재하는 모든
True 값을 추출한다. 이렇게 n 개의 Grid 에서
추출된 모든 True 값의 개수를 구하고, 모발의 개수
h 를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계산하고자 하는 모든 군집 집합의 개수를
n 이라 가정한다. U 에 속하는 각 군집 S(i)에 대하여
[1, n]의 Centroid 의 개수를 가진다. 식 (3)에
보여지는 최적의 집합 S(i)가 군집을 이루는데
사용된 유클리드 거리의 모든 합을 손실함수로
정의한다. 손실함수를 가장 적게 구성한 군집
집합을 최적의 군집 집합으로 판단한다. 손실함수가
적다는 것은 군집 집합이 상대적으로 빨리
만들어지고, 군집을 구성하는 모든 경우에 수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계산한 유클리드 거리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S(i)는 군집 집함 U 에 속한 군집들이다. 모든
데이터 x 는 반드시 S(i)군집안에 속해야 하며, 이 때
군집 S(i)는 공집합 일 수 있다. μ(ij)는 각 군집
S(i)의 중심을 의미한다. 손실함수가 가장 적은
i 번째 군집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군집의 개수를

N(grid)는 파라미터로 Grid 의 개수를 정의한다.
B 는 w/n(grid)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 선분들이며,
w 는 정사각형 이미지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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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낭의 개수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낭의 개수로
판단한다.

2.2.3

표 1. 5 개의 데이터에 대한 모발 굵기 성능평가

모발 굵기 계산

이미지에서 True 값의 개수를 구한다. 모발만
남은 이미지에서 윤곽을 기준으로 n 개의 Crop 된
이미지를 추출한다. 각 i 번째 이미지에 대하여 고유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고유 값은 1 개의 모발이
나타내는 이미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Crop 된 이미지에 대한 각 고유 값의
평균을 구하고, Log 일반화를 진행한다. 이 때
Log 의 밑은 파라미터로 기재한다. 추가로,
Erosion 을 통해 확장된 만큼의 True 값들을
제외한다.

D1

D2

D3

D4

D5

평균

63.6

57.9

60.6

61.7

66.6

실험

64.0

57.6

60.6

62.7

58.0

정확도

99.3

99.5

100

98.4

85.2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기기로
확대경을 촬영하여 평가원들 5 명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각 평가는 이미지로부터
가상의 줄자를 직접 제공하여 측정하였고, 실제
모발 굵기와 오차 및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데이터로부터
98%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다. 모낭이
모발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진이나, 초점이
많이 흐려져 이미지가 Blur 처리된 ‘D5’ 데이터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발의 굵기 thickness 에 대하여, area 는
모발의 True 값의 개수이다. selem 은 Erosion 을
통해 확장된 True 값으로 기존 area 값에서 빼어
계산한다. h 는 상위 알고리즘에서 계산한 모발의
개수이고, λ 값은 일반화된 고유 값이다. a 는
이미지상에서 계산된 True 값들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임의의 상수 값이다.

표 2. 5 개의 데이터에 대한 모낭 개수 성능평가
D1

D2

D3

D4

D5

평균

10.6

11.8

8

8.4

7.4

실험

10

9

9

12

8

정확도

94.3

76.2

88.9

70.0

92.5

모발 밀도에서 특히 모낭의 개수의 경우
평가자들의 분산이 상당히 크게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러 모낭이 한 개로 겹쳐 보이거나,
모발이 모낭을 지나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경우
평가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게 반영되었다. 또한
이미지 모서리에 존재하는 모낭들의 존재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모낭과 모발에 대해서 모발
굵기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Blur 또는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정확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1 PCA 알고리즘 가시화

3. 평가

‘모발 밀도’와 ‘모발 굵기’의 알고리즘 계산 시간은
Ryzen 5 2600 환경에서 약 0.2 초정도의 성능을
보였으며, 스마트폰과 PC 사이의 통신을 할 경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하여 1 초 미만의 응답시간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에서 직접 촬영한 확대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지표는 ‘모낭 밀도’,
즉 (모발 개수)/(모낭 개수)와 ‘모발 굵기’ 2 가지로
분류한다. ‘모낭 밀도’는 5 명의 평가원들이
이미지를 보아 ‘모낭 밀도’를 직접 측정한다. ‘모발
굵기’는 촬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픽셀 값의
거리를 계산하여 모든 모발의 평균 굵기 값을
구한다. 이 때, 모발 굵기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4.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프로세싱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에 착용 가능한 확대경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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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이용하여 유효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이는
4 장의 평가 방식에서의 분산이 큰 일반인들의
지표를 상기의 알고리즘을 통해 일관성 있는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두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환자의 모발 상태 변화도를
타임라인에 따라 저장 가능하며, 탈모와 모발 상태
경과에 따라 새로운 연관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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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설계기준 (2015 년) 을 제안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표지판 규칙,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 (2018 년)을
제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 년)에서 도로표지판 관련 디자인 개선
및 보급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는 등 국가 규모에서
도로표지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로 위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은
정확한 정보 제공 기능뿐 아니라 도로표지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향상되어야 한다. 도로표지판 사용자가
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맥락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달라지는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높은
시주의가 요구되는 도로주행에서 운전자의 응시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시인지부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선추적기 및 생체센서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맥락 요인에 따른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시나리오를
발굴하였다. 온라인 설문에서 추출된 맥락요소 및 문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도로표지판 맥락적 시인성의
반복적, 비훼손적 평가를 위해 가상현실 및 모션플랫폼
기반의 표지판 평가 주행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개발한 플랫폼은 가상현실 환경의 이벤트 및 표지판에
시선추적 좌표와 응시특성, 생체신호가 연동되어 도로
표지판 시인성의 정량적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1.2 맥락적 시인성의 중요성
증가하는 도로 건설과 복잡해지는 도로망의 개발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도로표지판의 종류와 그
수로 인해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도로표지판으로부터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 받고있다. 따라서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을 증대 및 효율적인 도로정보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판의 연계성, 시인성, 위치 적합성, 표기 오류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차량
운전자를 위한 도로 위 표지판의 시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제시하고 도로표지판 발견 정확도, 집중도
등을 측정하여 시인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3].
도로표지판의 가독성, 시인성 관련 시각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가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시각
디자인적 측면을 뛰어넘어 맥락 요소에 따른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맥락적 시인성 (contextual visibility)은 상황요인,
환경요인, 사용자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인성을 일컫는다. 일반국도 도로표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표지의 디자인적, 정보 제공 기능적
측면 이외의 도로 주변의 환경변화에 의한 시인성 감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4]. 또한 도로표지판의 설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표지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5].
맥락적 요소 중 사용자 요인인 운전자의 시력 기준에
따른 도로표지판의 글자크기를 결정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6].

주제어
도로표지판, 맥락적 시인성, 가상현실, 주행 시나리오,
시인성 평가

1. 서 론
1.1 도로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은 도로에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운전자로 하여금 표지판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공공디자인 색체 표준 가이드
(2009 년)를 발표했으며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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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이전에 비훼손적이며 반복적인 선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 사용자의 맥락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과 신도시 계획
사업에서 도로표지판의 교체 및 설치의 경우 지자체 또는
국가 범위에서의 규모가 큰 사업이며 막대한 세금이
요구된다. 도로표지판 사용자 중심의 맥락적 시인성을
고려하여 도로표지판의 활용성을 증대하고 도로표지판
교체 및 설치에 소요되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시의 도로와 도로 근접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다양한 맥락적 요소 기반 시인성을 평가하고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시인성 평가 툴이
필요하다.

2. 본문
2.1 온라인 설문 기반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
분석 및 분석결과 기반 문제 시나리오 도출
도로 위에서 도로표지판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은
안정적이며 일정한 조건이 아니라 복합적인 맥락 요소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로표지판의 다양한
맥락적 시인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도로표지판
사용자의 맥락 요소를 고려하여 도로표지판의 개선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맥락적 요소에 대한 도로표지판
사용자의 인식과 도로표지의 디자인 요소, 맥락적 시인성
요소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을
저해하는 문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도로표지판 자체의 시인성 평가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 맥락적 시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로 주행 동영상 시청 기반의
설문항목을 설계했다. 설문 참여자들이 도로 주행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간접적인 도로 주행의 경험을
하고 기억에만 의존하는 응답이 아닌 간접 경험 기반
즉각적인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도로 주행 동영상의 주행 목적지는 3 곳 (주행
장소 1-광주과학기술원, 주행 장소 2-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주행 장소 3-고령친화센터)이며 각각 주간 및 야간
조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했으며, 약 2 분 분량의
동영상 6 개 중 우천의 조건을 가지는 동영상은 2 개 (주행
장소 1)로 구성하였다.

1.3 시선추적 및 센서 기반 시인성 평가
도로 주행의 경우 높은 시주의 (visual attention)가
요구되는 작업이며 도로, 차량, 보행자 등 변화하는
시각적 분산 (visual distraction) 환경 속에서 표지판을
탐색하는 작업은 높은 시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7,
8]. 이에 시선 추적기를 통하여 주행 환경에서 표지판 등
시설물에 대한 운전자의 시주의 할당과 응시 패턴을
이해하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9, 10].
또한 표지판을 이해하는데 드는 시간이 응시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운전자의 인지 상태는 시주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11].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NASA-TLX 등
주관적 평가를 통해 표지판이 유발하는 작업 부하를
평가해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주행 상황에서 개별
표지판이 유발하는 시인지부하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12]. 한편, 최근 들어 교육 등에의
활용을 위해 시선추적기와 심리생체센서를 활용하여
텍스트가 유발하는 인지 부하와 가독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방법은 시간 축에 따른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13].

주간 조건 영상

야간 조건 영상

주행
장소 1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에 영향을 끼치는 디자인 요소와 맥락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맥락적 시인성 관련 문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study1),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 시나리오 기반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도로표지판 시인성 평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생체
센서를 연동하여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 정량적
모니터링 (study2)을 확인하였다. 가상환경 주행
플랫폼과 주행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기반의 도로표지판
시인성 평가 툴은 다양한 맥락적 요소를 삽입 및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된 디자인의 도로표지판의 철거,
설치, 이동 등이 가능하여 실제 국가 혹은 지자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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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장소 2

주행
장소 3

그림 1 온라인 설문 내 주행 동영상 예시

표지판에 대한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각 하나의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 후에 동영상 내 인지한 도로표지판 개수와
도로표지판 인지 난이도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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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의 디자인 요소와 관련한 설문 문항 6 개,
맥락적 시인성 요소 관련 8 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의 응답은 7-point 리커트 척도 (Likert-scale) 기반
동의 정도를 수집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지않다, 안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얻기 위하여 주어진 14 개의 문항
이외의 추가적으로 도로 표지판 사용 시 경험을 기반으로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방형
질문 (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하였다 (표 1 참조).
표 1. 도로표지판의 디자인 요소 및 맥락적 시인성 요소 관련
설문 문항

가독성

주행을 하면서 도로표지판들의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2

단순성

도로표지판 속 정보와 디자인들이 단순하게
알아보기 쉬웠다.

5
6

목적지를 나타내는 도로표지판들이 같은
글자, 표시를 사용해 스타일이 통일적이다.

연속성

목적지를 나타내는 도로표지판들이 필요
위치에 설치되었고, 도로표지판들 간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나타났었다.

정체성

도로표지판들이 주행 장소 또는 광주시의
특징을 반영하는 디자인이었다.

심미성

도로표지판들이
아름답고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도로표지판들이 주변 환경(나무, 기타 다른
시설 등)에 의한 가려짐이 없는 편이다.

8

눈높이

도로표지판들이
적절했다.

9

조명
불편

도로표지판을 보기에 햇빛이나 주변 조명에
의한 불편함이 있었다.

10

조명
적절

도로표지판들의 자체 조명이 적당해 잘
보였다.

11

날씨

영상에서의 날씨가 도로표지판을 보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12

속도성

주행영상에서 주행 속도가 도로표지판을
인지하기에 적절했다.

13

장애

내 신체적 장애로 도로표지판을 인지하는데
불편했다.

14

도로
혼잡성

설치

교통상황
혼잡성이
인지하는데 불편하게 했다.

24
12

6
여

전혀 관련 없다

관련없다

약간 관련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련 있다

관련 있다

⑤ 직업의 시인성 평가 관련도
30

17

37

23
6

100
해당사항없음

14

전혀 관련 없다

관련없다

약간 관련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련 있다

관련 있다

매우 관련 있다

③ 주 사용언어

⑥ 운전 여부
13
22

49

16
100
한국어

가려짐

36

매우 관련 있다

긍정적인

7

1

36
64

정보를

통일성

7

14

② 신체적 특징

1

4

④ 직업과 공공안내표지의 관련도

① 성별

남

설문문항

3

참여했고 (그림 2 참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생명윤리위원회) (20190510-HR-45-02-02)의
승인을 받아 인간대상실험의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
설문 참여 대상자 100 명에게 참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주1회이상
년1회미만

1개월 1회이상
면허없음

그림 2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정보

높이(눈높이)가

각 목적지로 주행하는 주행 동영상을 시청 후
도로표지판의 디자인 요소와 맥락적 시인성 요소 관련
설문 14 문항에 대한 응답과 그 분석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설문 참여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정규성검정을
수행하여 데이터셋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aired t-test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3 가지 장소 주행 동영상 기반 주간과 야간 조건에서 각
14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였다.
그림 3(a)와 같이 주행 장소 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t-value 가 가장 높은 4 항목은 ‘가독성 (t = 6.19,
p = 0.000)’, ‘연속성 (t = 4.17, p = 0.000)’, ‘조명불편
(t = -6.28, p = 0.000)’, ‘조명적절 (t = 7.86, p =
0.000)’이며, 그림 3(b)와 같이 주행 장소 2 에서는
‘가독성 (t = 4.82, p = 0.000)’, ‘단순성 (t = 5.21, p =
0.000)’, ‘조명불편 (t = -5.07, p = 0.000)’, ‘조명적절
(t = 6.99, p = 0.000)’ 이었다. 주행 장소 3 에서는
‘가독성 (t = 6.10, p = 0.000)’, ‘연속성 (t = 4.81, p =
0.000)’, ‘조명불편 (t = -6.22, p = 0.000)’, ‘조명적절
(t = 6.34, p = 0.000)’였다 (그림 3(c) 참조).

도로표지판을

남녀노소 만 20 세 이상 성인 100 명 (성별-남 64, 여 36;
신체적 특징 (장애 여부 및 보조기구 사용 여부)해당사항없음 100%; 주 사용언어-한국어 100%;
직업과 공공안내표지판의 관련도-2.93/7 점; 직업과
시인성 평가의 관련도-2.78/7 점, 운전 여부-1 개월
1 회이상 65 명, 그 외 35 명)이 자원하여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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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행 장소 1 의 주행 동영상은 우천의 조건을 가진
동영상이었으나, 주간 및 야간 조건에서 ‘날씨’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행 장소 1 영상
기반에서는 ‘가려짐’, ‘눈높이’, ‘속도성’, 주행 장소
2 에서는 ‘통일성’, ‘심미성’, ‘날씨’, 주행 장소 3 에서는
‘통일성’, ‘정체성’, ‘속도성’, ‘장애’ 항목이 주/야간 맥락
조건 하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통일성’ 항목의 경우
주행 장소 2 와 3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속도성’의 경우에는 주행 장소 1 과 3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모든 주행 장소의 주행 영상에서
주/야간 맥락 조건과 상관없이 ‘도로혼잡성’의 항목에서
차이가 없었다. 주행 장소 3 곳 모두 ‘가독성’, ‘단순성’,
‘연속성’, ‘조명불편’, ‘조명적절’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로 주행 시 주/야간이라는 변화에 따른
맥락 조건 변화에 의해서 도로표지판 사용자가 경험하는
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은 조명의 영향 및 표지판의
가독성과 단순성, 연속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행 시나리오의 맥락 조건은 주간 및 야간 조건과
조명의 조건으로 도출하였으며, 주행 시나리오를
비훼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맥락적 요인에 의한 도로표지판 사용자가 경험하는
가독성, 단순성, 연속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다.
(a) 주행 장소 1
6

Score

5
4

*p-value < 0.05, **p-value < 0.01
**

**

**

**

**

**

**

*

3
2
1
0

주간

야간

(b) 주행 장소 2
6
5

Score

4

**

**

*

추가 개방형 질문 기반으로 주행 중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 응답을 수집하였다.
상황요인으로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나 주변 차량 조명에
의한 간섭, 불법 주차나 차선의 개수와 같은 도로 상황 및
도로 상태, 돌발상황 등이 응답되었고, 환경요인으로는
연속된 표지판 등이, 사용자 요인에는 운전 숙련도나
운전자 상태 (피로도, 색약/색맹, 시력, 집중도, 연령,
성별 등)와 휴대폰 혹은 네비게이션 조작, 동승자 혹은
차량 내 반려동물의 유무 등이 응답되었다.
2.2 맥락적 시인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센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문제 시나리오 및
맥락요소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 비훼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상현실 및 주행 시뮬레이터 기반의
표지판 평가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였다. 실제 도로
표지판에 대한 맥락적 시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교
캠퍼스의 일부 구간에 대해 도로, 건물, 표지판들에 대해
1 대 1 맵을 구현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4 에서와 같이 도로 표지판에 대한
맥락적 시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맥락적 시인성 저하 요소인 주간, 야간, 조명
적절성에 대한 주행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그림 5 와 같이 각 주행 시나리오에서 표지판 시인성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 표지판들에
대해 Eye-tracking Data 및 Physiological Data 를
수집할 수 있는 Virtual Reality 기반의 주행 시뮬레이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VR Head Mounted Display
(VR HMD)는 피실험자가 가상 환경의 공간을
3 차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양 눈에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상 공간의 몰입을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p-value < 0.05, **p-value < 0.01
**

*

**

*

*

3
2
1
0

주간

야간

(c) 주행 장소 3
6

Score

5
4
3

*p-value < 0.05, **p-value < 0.01
**

**

**

**

**

**
*

**
*

2
1
0

주간

야간

그림 4 맥락적 시인성 저하 요소에 따른 주행 시나리오 기반
가상 환경 주행 시뮬레이션

그림 3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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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6 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5 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도로에 있는 8 개의 표지판들에 대하여 시선
추적 데이터들과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 센서들을
수집하고, 모니터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문제
시나리오에서 표지판들에 대한 인지 거리, 시선 고정
시간 등의 정량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분석에 의한 맥락적 시인성 저하 요인 외에도
차량의 조명에 의한 표지판의 밝기 및 반사도, 해의
위치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그림자 등의 다양한 환경적
및 상황적 요인들이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에
영향을 주고 정량적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 평가를 위한 주행
시뮬레이션 테스트 베드

3. 결론

HTC VIVE PRO EYE (2880X1600px, 110° 시야각,

본 연구는 도로 표지판에 대한 맥락적 시인성 저하
요소에 대해 설문 조사 기반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을 고려하고자 복합적인 맥락적 요소가
내재되어있는 주행 동영상을 기반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주간 및 야간 맥락 조건에서 도로표지판
사용자가 경험하는 조명의 영향과 표지판의 가독성,
단순성, 연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문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가상 현실 기반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시선 및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전 평가를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기반의 맥락적 시인성
저하 요인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및 상황적 요인들이
도로표지판의 맥락적 시인성에 영향을 주고 정량적인

90Hz)를 사용하고, VR 추적 센서를 참가자 앞에 두어
머리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 환경
내의 차량의 움직임에 대해 모션 플랫폼을 통해
피실험자에게 물리적으로 제공하고, 스티어링 휠을 모션
플랫폼에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경험과 일치되는
움직임에 대한 경험의 사실감을 높여 피실험자가 주행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시인성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VR
HMD 내부에 장착된 Eye-tracking 센서를 활용하여
주행 상황에서 피실험자가 바라본 위치를 추적, 도로
표지판에 대하여 시선 고정 시간, 시선 방문 횟수, 양안의
깜빡임 횟수 그리고 동공의 크기에 대해 수집하였고, E4
Wristband 를 피실험자의 손목에 착용시켜 센서로부터
GSR, BVP, IBI, HR, TMP 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주행 시나리오 동안 모두
실시간으로 수집되었으며, 그림 5 에서와 같이 실험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6 시선 추적 및 생체 신호 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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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in complex environments: a case study
of the highway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2),
203.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각 표지판들에 대한 시인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을 추가하고, 설문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맥락적
시인 저하 요소 이외에도 시간에 따른 해의 위치, 조명의
밝기, 조명의 위치, 조명의 색, 표지판의 높낮이 등 다양한
맥락적 시인성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전자의
도로표지판 인지여부, 및 인지 거리, 운전자의 인지 부하,
시선 fixation 등 센서 기반 정량적 feature 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간 대상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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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약문

2

차원의

지리

정보와

3

차원의

현실을

일치시켜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도 애플리케이션 (이하 지도 앱)은 도보로 새로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행위는 현대인의 사회
생활에서 불가피하므로 지도 앱은 길을 잘 찾는

장소의 길을 찾아갈 때 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도보 상황에서 모바일 지도 앱을 활용하는
행태와 길 찾기 과업에서 참고한 정보 요소를 분석하여

이용자와 잘 찾지 못하는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직관적이고 적절한 길 찾기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도보 상황에서

지도 앱이 길 찾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였다. 지도 앱이 제공해야 할 정보
요소로는 ‘1 층에 있는 상점 이름 정보’, ‘여러 갈래의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행태를

관찰하고 그들이 길을 찾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
요소와 그것의 제공 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길이 있는 경우 현재 위치 정보 및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정보’, ‘골목길 정보’가 있었다. 지도 앱이 정보의
시각적인 표현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은 ‘역 출구나

지도 앱의 바람직한 길 찾기 정보 제공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버스 정류장 등의 랜드마크적인 요소’, ‘횡단보도나
육교의 색깔’. ‘인도와 차도의 구분’, ‘지하철 역 내 진입
정보’ 등이 있었다. 또한 지도 앱이 직관적인

1.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도보 이용 시 지도 앱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한정 지어 길 찾기 정보추구 행위를 관찰하였다. 본

인터랙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
정보’, ‘지도 화면의 회전 가능 정보’, ‘큰 길 우선
안내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연구의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주제어

연구 질문 1

이용자들이 도보 이용 시 지도 앱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패턴과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 질문 2

이용자들이 길 찾기 과업에서 혼란을 느낀
지점은 어디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 요소를 필요로 하였는가?

연구 질문 3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도 앱의
도보 이용 시 길 찾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길 찾기 행위, 모바일
정보추구, 정보추구 행위, 이용자 경험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새로운

장소에서

길을

찾을

때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이하 지도 앱)을 사용하면 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지도 앱이 없다면
새로운 장소에 가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과정이

2. 이론적 배경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도 앱은 개선과 발전을

2.1 모바일 정보추구

거듭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 이용 시
지도 앱을 사용하여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Sohn, Griswold, and Hollan(2008)은 일지쓰기
기법을 사용해 모바일 정보 요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72%는 정보 요구가

사람들이 있다. 지도를 읽는 행위는 지도 앱에 나와

맥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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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들은 ‘위치’가 34.6%로 가장 많았다. 즉 이것은
모바일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행위가 그들의

분석하여 효과적인 길 찾기를 위한 정보 제공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체적인 시각을 갖고자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

그림 1 과 같이 관찰 조사법과 면접 조사법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위치 기반 시스템(GPS)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오세나, 이지연(2012)은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탐색하는 정보의 주제에
관한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뉴스와 날씨 정보를 가장

그림 1 연구 절차

많이 탐색한다고 응답하였고, 지도와 교통정보에 대한

3.2 실험 참가자

탐색 빈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즉, 주제가 가지는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시간으로 필요하거나

모바일 지도 앱의 주 이용자층은 대중교통을 주로
사용하는 2, 30 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를 2,
30 대 성인 여성과 남성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도로

단순 사실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 정보들의 탐색
빈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황에서 모바일 지도 앱을 활용하는 길 찾기 정보추구
행태를 관찰하고자 신촌역 근처에서 이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길 찾기의 학습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의 모바일 정보 추구 행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정보를 탐색할 때

사전 인터뷰를 통해 신촌에서 서강대역 부근에 방문한

‘위치’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스마트폰과 GPS 의
결합으로 인해 지도와 교통 정보에 대한 탐색이

적이 없다고 답변한 참가자들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권효석, 이장한(2005)이 개발한 ‘길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찾기 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수준의 길 찾기

2.2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능력을 가진 이용자들을 선정하였고, 도보 이용 시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도 앱은 ‘네이버 지도’와

위치기반서비스

(GPS)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다양한 장소의
지리적 정보, 교통편 등을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이다.

‘카카오맵’이므로 두 가지 앱의 사용자들을 선정하였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도 앱은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표 위치에 쉽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건물의 구조를 표,
도표 또는 리스트 형식으로 표현한다. 최근에는 지도

본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조사로 진행되었다. 1 차
조사는 이용자들이 도보 이용 시에 길 찾기를 위하여

앱이 제공하는 지리정보 서비스가 ‘매쉬업’을 통해 다른

지도 앱을 활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 추구 행위를

산업 및 서비스와도 결합되고 있다.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 12 명을

2.3 길 찾기

대상으로 신촌역 근처의 실제 도로 상황에서 모바일
지도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

Wiseman(1979)은 길 찾기 행위를 자신이 가고자

위치까지 찾아가는 ‘길 찾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하는 목표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현재 자신의

참가자들에게는 목적지의 이름만 알려주고 지도 앱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목적지까지 스스로 찾아가도록

위치와 비교하며 그 곳에 다다르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길 찾기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

맥락을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하였다. 길 찾기의 시작점은 ‘호텔라싸’로 선정하였고

하는

목적지는 ‘서강네온’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찾아가는 길에 갈림길이 많고, 모퉁이를 돌아야 하고,

역동적인 행위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정보와 외부 중심적인 정보가 원활하게 통합될 때 길을

복잡한 신촌 로터리를 지나야 하며, 골목길로 들어가야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실험 참가자들이 혼란을 느낄 만한 지점들이

3. 연구 설계

많기 때문이다.

3.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정보 추구 행위와 그것을 이용할 때의 이용자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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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약 25 세이고, 성비는 여성 대 남성 비율이 7 : 5
이었다. 길 찾기 능력 수준은 상, 중, 하 비율이 3 : 5 :
4 이며 주로 사용하는 지도 앱 비율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각각 6 : 6 이었다.
4.2 분석 결과
1 차 조사인 지도 앱을 이용한 길 찾기 실험과 2 차

그림 2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의 화면

조사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정보 추구

실험 참가자들이 길을 찾아가는 동안 지도 앱의 활용

행위’ 관점과 ‘이용자 경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행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길 찾기의 시작과 동시에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상황

4.2.1 정보 추구 행위

맥락에서의 지도 앱 정보 추구 행위와 이용 경험을

(1) 길을 찾아갈 때 필요로 한 정보 요소의 종류

관찰하기 위하여 길을 찾아가며 눈으로 확인한 지도
앱의 정보 요소, 현실 세계의 정보, 길 찾기 과업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길을 찾아갈 때 필요로 한 정보
요소의 종류는 9 가지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느낀 감정 및 인지된 생각들을 모두 소리 내어 말해줄

나열하면 ‘상점 이름’(12), ‘횡단보도’(12), ‘지하철’(12),

것(Think Aloud)을 요청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말해준 것들은 모두 녹음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현재 위치’(9), ‘최적의 경로’(8), ‘건물 이름’(7), ‘방향
화살표’(6), ‘버스 정류소’(6), ‘도로명 주소’(1)

참가자의 뒤를 1m 떨어져서 동행하며 참가자들의 길

순이었다. 우선, ‘건물 이름’이나 ‘상점 이름’은 길을

찾는 모습 및 지도 앱 이용 모습을 관찰하였다.

찾을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로 지도 상에 나온

2 차 조사는 이용자들이 지도 앱을 활용하여 길을

이름과 하나씩 매칭을 시켜 자신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방향 화살표’와 ‘현재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정보 추구 행위와 이용자 경험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앞의 과정을 통해 길 찾기
과업이 완료된 후 1:1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치’는 보통 동시에 나타나는데, GPS 기술이 활용된다.
‘최적의 경로’는 지도 앱의 도보 이용 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로 안내 방식인데 이 정보를 사용하면

실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지도 앱의
정보 활용 및 길 찾기 과업을 위한 정보 활용 측면에서
진행자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여 모든 항목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를 해준다.

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크게

‘지하철’,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정보 요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고정물이고

‘정보 추구 행위’와 ‘이용자 경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길을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다.

찾는 과정에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2) 길을 찾아갈 때 지도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정보 요소와 이유
실험 참가자들이 길을 찾아갈 때 지도 앱 화면에서
참고한 정보요소들을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상점 이름’(8), ‘현재 위치’(5)와 ‘지하철’(3),
‘최적의 경로’(2), ‘방향 화살표’(2) 순이었다. 그
이후로는 ‘건물 이름’, ‘횡단보도’가 각 1 표씩을 받았다.
길을 찾을 때 지도 앱에서 ‘상점 이름’을 가장 많이

그림 3 인터뷰 질문 리스트

참고한다고 답변한 참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가자 4 는 건물의 이름보다는 상점의 이름이 길을

4. 연구 결과
4.1 실험 참가자 정보

찾는 데 더 유용하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환경에서

12 명의 성인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지도 앱을

빌딩의 이름은 빌딩의 맨 위에 작게 쓰여 있거나
한자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서 지도 앱의 건물명과 실제

이용한 길 찾기 실험을 진행하였고, 모두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신촌역에서 서강대역 부근에

건물의 간판을 매칭하는 것인 어렵기 때문이다. 상점
이름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보기 편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목적지 방향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

방문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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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위치’에 대한
참고 빈도도 높았다. 참가자 5 는 지도 앱 상의 작은

‘스마트폰을 돌린 채 이용함’(4)과 ‘경로를 스스로
재구성함’(4)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출발지에서 반대로

점이 자신이 이동한 위치를 표시해주는데, 최적의

감’(3)과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길을 헤맴’(3)에

경로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을

해당하는 모습을 보인 참가자도 있었다.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실험 참가자 12 명 모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이 밖에도 참가자 9 는 ‘최적의 경로’를 가장 많이

기다리며 지도 앱을 확인하였다. 자신이 횡단보도를

참고한 정보 요소로 선정하였는데, 그것대로
따라간다면 길을 찾는 데 드는 시간, 노력, 힘을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떤 길로 가야할 지를 눈으로
확인하였고, 목적지 근처의 길을 확대(Zoom)하며

단축시켜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전체적인 방향을 거시적으로 확인하였다.

‘횡단보도’나 ‘지하철’ 같은 랜드마크 요소도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명의

길 찾기 능력이 ‘중’이나 ‘하’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은
지도 앱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지도

참가자가 가장 많이 참고한 정보 요소로 선정하였다.

앱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현재 위치 및 방향성을

(3) 길을 찾아갈 때 실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탈것이 지나가도
지도 앱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걷다가 차나 오토바이가

정보 요소와 이유

가까이에 오면 그제서야 갓길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길을 찾아갈 때 지도 앱 화면에서

그들 중 4 명은 스마트폰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지도
앱을 확인하였다. 앱 화면에 경로가 나오는데, 자신의

참고한 정보요소들을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상점 이름’(9), ‘건물 이름’(3)과 ‘지하철’(3),
‘횡단보도’(3)

순이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제 환경과

‘버스

일치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돌려서
이용한 것이다. 참가자 1 과 참가자 4 는 ‘스마트폰을

정류소’(2)와 ‘교차로’(1)가 뒤를 이었다.
길을 찾을 때 실제 환경에서도 ‘상점 이름’을 가장

돌려서 이용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답변하였다.

많이 참고한다고 답변한 참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출발지에서 반대로 갔다가 다시 제 방향으로 걸어간

많았다. 참가자 4 는 보이는 것이 가게 이름 밖에

참가자들 3 명이 있었다. 세 참가자들 모두 길 찾기의
시작과 동시에 당황스러운 감정을 드러내었다. 또한

없었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자
5 는 프랜차이즈 가게명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길을 헤맨 참가자들도 3 명이

찾았을 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길

있었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세부적인 길을

찾기 능력이 ‘상’인 참가자들은 건물의 이름을 자주
확인하였다. 참가자 3 과 참가자 9 는 은 길을 찾는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헷갈리는 감정을 드러내었다.

과정에서 랜드마크적인 큰 건물 하나를 기준으로

(2)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삼으면 자신이 가는 방향에 확신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방식에서 불편했던 점과 이유

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도 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서 불편했던

이 밖에도 횡단보도, 지하철, 버스정류소 등은 눈에

점에 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화면의

잘 띄는 길 찾기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Zoom 기능 인터랙션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건물 이름
및 상점 이름 정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불편함을

참고한다는 답변한 참가자들이 많았다.

느꼈다. 또한 로터리는 복잡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4.2.2. 이용자 경험

있는데 인도, 도로, 횡단보도 간의 시각적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시 어디로 걸어가야 할 지를 헷갈리게

(1)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모습
실험 참가자들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상점 이름이나 건물

참여 관찰을 통해 참가자의 뒤를 1m 떨어져서
동행하며 참가자들이 길을 찾는 모습 및 지도 앱 이용

이름이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지도 앱에 나온
정보와 실제 상황의 정보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모습을 메모하였다.

참가자들은 혼란을 느꼈고, 길을 찾을 때 GPS 오류로
현재 위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목적지까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길을 잃은 것 같은

가장 많이 관찰된 지도 앱의 이용 모습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횡단보도에서 지도 앱을 확인함’(12)이 가장
많았다. 또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음’(5)과 ‘탈것이

감정이

들어서

불편함을

느꼈다.

길을

찾아가는

지나가도 지도 앱을 확인함’(5)이 그 뒤를 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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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도 앱이 나타내는 건물명을 찾기 위해

혼란을 느꼈고, 주위에 건물이 많으면 길을 찾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가 한

고개를 계속해서 들어야하는 것에도 불편함을 느꼈다.

눈에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상점 이름’ 정보를 제공하여

(3) 길을 찾아갈 때 혼란을 느낀 지점과 이유

이용자들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걸어갈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혹은 방향을 알려주는

참가자들이 길 찾기 실험을 수행하며 지도 앱을
활용해 길을 찾아갔을 때 혼란을 느낀 지점과 이유를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오거리, 로터리 등 길이 여러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서 혼란을 느꼈다. 또한 골목길
처럼 좁은 길에서는 지도 앱 화면 상에는 가야하는

셋째, ‘골목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길 찾기
실험 결과 이용자들은 지도 앱이 골목 길로 가는

길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길이 아닌

경로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갈 수
있는 길인지에 관한 의심을 하였다. 이용자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을 느꼈다. 보통 도보로 길을 찾는다고

길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불안한 감정을 감소시키기

하면 지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적의

위하여 골목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혹은
골목길이 아닌 큰 길로 돌아서 갈 수 있다면 큰 길로 갈

경로가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안내하는
것에 혼란을 느꼈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4) 길을 찾아갈 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한

넷째, 지도 앱의 ‘업데이트 날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지도 앱 상에 나온 상점 이름이나

정보요소
실험 참가자들이 길을 찾아갈 때 혼란을 느낀

건물의 이름과 실제 환경을 비교했을 때 불일치가 있을

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한 정보 요소를

경우 혼란을 느꼈다. 지도 앱은 해당 길에 대한 정보가
언제
업데이트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하철
출구번호’(4), ‘상점 이름’(4), ‘최적의 경로’(2), ‘현재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위치’(2), ‘대로변 위치’(1), ‘횡단보도(1) 순이었다.

(2)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시각적 표현

실험 참가자들은 지하철 출구 번호가 가장 크게 눈에

첫째, 역 출구나 버스 정류장 등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을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길 찾기 실험 결과

띄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길을 찾아갈 때
안정감을 느꼈다. 또한 길을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낄지라도 눈

이용자들은 길을 찾다가 혼란을 느낀 지점에서 ‘지하철

앞에 보이는 상점과 지도 앱에 나온

출구 번호’를 주로 확인하였다. 이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정확한 출구 번호로 나왔을 경우 길을 찾을 때

상점 이름이 매칭된다면 자신이 가는 방향성에 확신을
가졌다. 자신의 현재 위치와 지도 앱에서 제시된 최적의

실패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도 앱이

경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만족감을 느꼈다.
4.3 종합 분석

도보 이용 시 최적의 경로를 제공할 때, 그 경로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의 출구 번호를 명확한 색깔로

(1)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해야 할 정보 요소

명시해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나 육교의 색깔을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지도 앱이 제시하는 최적의 경로에

첫째, 지도 앱은 도보 길 찾기 시 1 층에 있는 ‘상점
이름’ 정보를 주로 제공해야 한다. 지도 앱 이용자들은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것을 중간 지점 삼아 자신이

도보로 길을 찾아갈 때 상점의 이름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으며, 지도 앱에 건물 이름에 대한 정보가 나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용자들이
길을 찾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있을지라도 고층 건물은 건물명이 위에 작게 쓰여 있기

명확한 색깔로 명시해야 한다.

때문에 고개를 들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걸어가는 눈 높이에 맞게 1 층에 있는 상점 간판

셋째,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시각적인 차이가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로터리 등 복잡한 지형 지물이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있는 곳에서는 이용자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걸어갈 수 있는
인도와 차가 다니는 차도를 색으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둘째, 사거리나 오거리 등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한다.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길이 여러 개로
갈라진 경우 이용자는 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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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 애플리케이션과의 직관적인 인터랙션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목적지 부근에 거의 다
도착하였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호를

첫째, 지도 앱에서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을 확인할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최적의 경로를 따라 길을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미 지도

잘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한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앱에서는 목적지 방향성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실험 참가자들 중 절반은 지도 앱 사용이 익숙해서 이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길 찾기 실험을 통한

버튼을 터치해 방향 정보를 바로 확인하였지만 나머지

이용자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모든 실험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절반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길을 찾을 때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관한 정보는 길을 쉽고 빠르게

나아가야할 방향 및 경로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을

찾는 것을 도와주므로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참고할 만한 길 찾기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둘째, ‘지도 화면을 회전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눈에 보기 쉽도록 제공한다면, 그들이 횡단보도를 건넌

명시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은 화면을

후 길을 걷는 행위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난 후 돌리면 지도 화면이
돌아가는 기능을 제공한다. 길 찾기 실험 결과

VUI(Voice User Interface)를 통한 정보 인터랙션도

절반(6 명)의 참가자들은 이 기능을 알지 못하여 지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걷는 동안 이어폰 등을 통해 소리로 길 찾기에 관한

화면을 회전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가로로 혹은 180°
돌려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나아가야 할 경로를

정보를 제공한다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을 때

파악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지도 앱을 이용하는 데

생기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의 존재를 명확하게

길 찾기 상황에서 지도 앱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해야 한다.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의 길 찾기

5. 결론 및 제언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지도 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5.1 결론
‘도보 길 찾기’라는 특정 상황에서의 지도 앱에 관한

모바일 앱 측면에서 지도 서비스를 분석하였고, ‘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도보 이용 시에
이용자들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정보 추구

찾기 상황’으로 한정 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도 앱을 이용하는 상황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길 찾기 정보

이용자들이 도보 이용 시 지도 앱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추구 행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패턴과 특성, 이용자들이 길 찾기 과업에서
혼란을 느낀 지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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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하철역 내에서 지면으로 안내하던 종합안내도를
디지털 종합안내도로 교체하고 있다. 디지털로 변경된
종합안내도의 사용성을 UI 디자인 측면으로 분석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점을 사용자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시야각과 대형 DID 의 UI 디자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보 안내와 UI 구조를 직접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 종합안내도는 계층적
구조와 그리드 구조식의 UI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 방식의 문제점은 큰 화면으로 인해 기기 이용 시
인지적,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며, 다량의 정보 탐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 탐색 시 신체적인
동작 범위와 함께 정보 인식을 위한 시선의 이동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사용자에게 이용하게 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
이론과 같은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UI 구조 문제만이 아닌 다른 문제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콘이 큰 화면에 비해
크기가 작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과 정보 안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에도 이를 안내해주지 않거나 화면의
변화가 미미하여 페이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에 이어질 연구에서는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UI
디자인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주제어

이연준
Younjoon Lee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younjoonlee@googlemail.com

저해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종합안내도를
사용자 중심으로 조사하여 UI 디자인의 문제점과
제공하고 있는 정보량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UI 디자인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야각
사람은 내려다볼 경우 거리를 가깝게, 올려다볼 경우는
거리를 멀게 인지하며 시선은 보통 아래로 향한다.
시야각(FOV : Field of View)은 눈동자나 목을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사람이 물체를 볼 때 시선이
집중되는 방향에 있는 것은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형상을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1] 인간의 시야 범위는 양안시 약 44°이다.
주변 시야를 포함할 경우 인종별, 성별,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약 200°에 이른다. 인간이 지각하는
거리와 공간의 크기는 실제 물리적인 크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왜곡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거리를 지각할 때 올려다볼 때와 내려볼 때의
차이를 조사한 바로는, 올려다보는 쪽(앙각)이 거리를
멀게 느끼며 내려다보는 쪽(부각)은 거리를 가깝게
느낀다.[1] 따라서 UI 디자인시 사람의 시야 제한에
대한 지식을 갖고 디자인 해야 한다.

디지털 종합안내도, UI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지털 사이니지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특별시에서 지하철 역내의 지면으로 안내하고 있던
종합안내도를 디지털 종합안내도로 변경하기 시작하여
2022 년까지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기기의 비중을 늘리는 만큼 지하철이라는 공간성에
맞는 디지털 사이니지 UI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률을

그림 1 올려볼 때와 내려볼 때의 거리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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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형 DID 의 UI 문제점

3. 사례 연구

대형 DID 의 UI 디자인에서 내비게이션은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이동 원활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과 인터랙션의 문제는 페이지 내에서의
정보 탐색과 선택 시 수월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2] 결론적으로 대형 스크린의 문제점은 어떤
정보구조를 하고 있든 이용 시 신체적 인지적 문제로
인해 스크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종합안내도가 해당하는 정보구조를 직접
살펴보고 메뉴별로 페이지에서 문제점들이 같은 양상을
하고 있는지 표 1.을 토대로 관찰하고자 한다.

3.1 디지털 종합안내도 정보 제공 현황
정보제공 화면은 ‘역이용안내도 및 비상 대피로’, ‘주변
지역 안내도’, ‘나가는 곳’ 세 개이며 화면의 사이즈는
47 인치이다. 출구 위치가 궁금할 경우 ‘주변 지역
안내도’ 스크린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주된 기능의 스크린은 두 개다. ‘역이용안내도 및 비상
대피로’ 가 메인 화면으로 되어있는 화면의 메뉴는 열차
시간표, 지하철 노선도, 이벤트이고 ‘주변 지역 안내도’
가 메인인 화면은 열차 시간표, 지하철 노선도, 버스
안내,
자전거
안내 메뉴로 더
많은
메뉴가
활성화되어있다. 화면의 상단과 하단의 ‘안내가
필요하시면 터치하세요.’를 누르면 메뉴들이 활성화된다.

표 1. 대형 DID 의 정보 구조별 UI 디자인의 문제점[2]

정보
구조

순차적

UI 디자인의 문제점

문제 유형

페이지 간의 순차적 내비게이션
을 위한 뒤로 가기/다음 버튼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하면 조작이
어려움

내비게이션

조작범위가 화면의 특정 부분에
집중될 경우, 큰 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순차적으로 일어날 태스크를
단일 페이지 내에서 한 번에 표
시할 경우,
눈높이의 정보를 먼저 인식하므
로 태스크 수행 절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계층적

메뉴바의 위치에 따라 인지적,
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누적된 다량의 리스트 정보의
탐색이 용이하지 않음

페이지
레이아웃/
인터랙션
그림 2 디지털 종합안내도가 설치된 장소 (노원역 4 호선)

페이지
레이아웃/
인터랙션

내비게이션
페이지
레이아웃/
인터랙션

그리드

방사형

정보의 탐색 시 조작 과정에서
신체적인 동작 범위와 함께 정
보 인식을 위한 시선의 이동 범
위도 넓음

페이지
레이아웃/

지도의 세부 정보 이용 시 팝업
형태에 따라 정보를 인식하고
조작하기 위한 인지적,
신체적 부담이 큼

페이지
레이아웃/

그림 3 디지털 종합안내도 정보제공 기기의 메인화면

3.2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UI 구조와 정보 제공 현황

인터랙션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가장 많은 구조 유형은 계층적
구조이다. 계층적 구조의 문제점은 정보 탐색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용성을 높여주지만, 하단에
위치할 경우엔 중앙에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하다.
계층적 구조의 단점은 다른 정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홈 화면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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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지 않고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는 문제점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벤트 메뉴는 아이콘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디지털 종합 안내도 정보 제공의
주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 와 같다.
표 2. 디지털 종합안내도 정보 제공 주된 문제점

그림 4 계층적 구조 페이지의 예시[2]

홈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이는 지도가 활성화되는 ‘버스 정보
안내’, ‘자전거 안내’ 메뉴이며 이는 그리드형 구조에
해당한다. 이 메뉴들은 메뉴바가 2 개로 상단과 하단의
각각 끝쪽에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 키에 따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를 움직기어나 허리를 숙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메뉴바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인 어려움은 화면상에 표시된 정보들을
한눈에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2]

정보제공

디지털 종합안내도 UI
문제점

문제 유형

역이용 안내도 및
비상 대피로

중앙의 이미지의 인포
그래픽이 작음

레이아웃 /
인터랙션

주변 지역 안내도

아이콘이 작음, 버스도
착 정보가 하단에 있어
보기 어려움

레이아웃

열차 시간표

하단의 정보를 보기
어려움

레이아웃

지하철 노선도

하단의 정보를 보기
어려움, 호선별 버튼
상호작용을 알기
어려움

레이아웃/
인터랙션

버스 안내

버스 도착 정보가 하단
에 있어서 조작과 정보
확인이 힘듦

레이아웃 /
인터랙션

자전거 안내

자전거 이용 가능한 위
치 아이콘이 너무 작음,
색상이 눈에 안 띔

레이아웃/
색상/
인터랙션

이벤트

활성화 안 되어 있음

인터랙션

4. 연구 방법

그림 5 그리드 구조 페이지의 예시[2]

4.1 에스노그라피
디자인에서 에스노그라피란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3]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여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보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경험의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경험 요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4.2 퍼소나 설정

그림 6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그리드 구조 페이지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지하철,
교통수단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점들에 대해 파악해본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각자 다른 사용자들이

앞서 말했던 문제점과 같이 시야각을 벗어난다는 점을
비롯하여 구조적인 문제는 모든 메뉴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아이콘의 색상이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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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종합안내도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지 생겨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표 3. 퍼소나 설정(사용자 정보)

이름

A

B

C

직업

회사원

회사원

환경 디자이너

성별
남
여
연령
26
27
거주지
경기도 광주
노원
전철 이용
주5회
주 2 회 이상
빈도
이상
교통 이용시
빠른 출구 방 역내 화장
필요한 정
향 확인
실 위치
보
역이용안내
목적에 해당 주변 지역
도 및 비상
하는 메뉴
안내도
대피로
버스 시간,
정류장 위치 역내 화장
TASK
확인 후 가까 실 위치 확
운 출구 번호 인 후 이동
확인

B

신사역에서 일을 마친 B 는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약속장소에 가기 전, 화장을 수정하기
위해 약속장소 역인 공릉역에 도착하고 역사
내의 공중화장실에 가기로 한다. 해당 위치를
종합안내도를 통해 확인한다.

C

평소 따릉이를 애용하는 C 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이다. 운동을 위해서 또는 역에서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따릉이를 사용한다.
일과를 마친 C 는 본인의 거주지인 공릉역에
도착하고 운동 겸 따릉이를 타려고 하는데 당장
자전거 대여가 가능한 가까운 장소를 알고 싶다.
종합안내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전거를
대여하려고 한다.

남
28
공릉
주 6 회 이상
따릉이 사용

자전거 안내

5. 결론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사용성을 사용자를 중심으로 관찰
실험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 사례 연구한 바와 같이 실제
이용 시에도 효율적인 기기 이용을 하지 못 하고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조작 시 페이지의 변화를 한 번에 눈치채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도 화면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아이콘이 사이즈와 색상의 이유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관찰했을 때는 이용자가
대형 스크린을 조작하느라 메인 화면에서 메뉴바로
시선이 크게 빼앗겨 페이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활성화 되어있는 버튼과
픽토그램은 서로 디자인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으며
화면 전환과 오류 발생시 별도의 안내문구나 모션 등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이는 사용성에 대한 어포던스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기 이용 시 불편함 뿐만 아니라
정보 안내가 불친절하다고 느껴지게 한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디지털 종합안내도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그 과정이 어색하고 불편함 없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편안하게 이용을 마무리 할 수 있게
UI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실제 기기 이용 시 전반적인
문제점은 다음의 표 5.를 통해 설명된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성을
조사하였고 UI 디자인의 개선점과 미흡한 정보 안내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향성이
실제적 검증을 통하여 규명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자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대여 가능한
자전거 위치
확인 후 이동

4.2 퍼소나 설정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그들이 교통 이용 시
필요로
하게 되는 정보를 듣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들이
실제로
자주
겪게 되고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를
주로 하여, 해당 목적을 디지털 종합안내도를 통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직접 관찰하였다. TASK 설정은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이용자들이 평소 지하철 이용 시
자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고 원하는 목적까지 잘 수행해 내는지
관찰을 하였다. 관찰 시 스마트폰 사용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며 이용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관찰하여 작성하였다.
표 4. 퍼소나 TASK 설정

이름

TASK 설정 시나리오

A

경기도 거주자인 A 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잦다. 경기도 하남에 가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서
잠실까지 지하철을 탔다. 잠실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하남까지 가장 빠른 버스의 시간, 버스
정류장의 위치, 버스와 가장 가까운 출구를
알고자 한다.

개발하여 검증하고 그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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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디지털 종합안내도 이용 관찰과 정보 제공 문제점

이

이용

정보

름

메뉴

구조

TASK 수행 문제점 관찰

UI 문제 유형

디지털 종합안내도 문제점

1. 처음 화면과 달라진 점을 인지 못함
2. 정류장 아이콘 뜨고 나서 다음 사용
방법을 모름
3. 버스 도착 정보를 스크롤 할 때 몸을
A

버스
안내

숙이고 터치함
그리드 4. 터치 시 오류로 화면이 멈추거나 느림
5. 정류장이 많아서 찾는 버스가 어떤
정류장에 있는지 모름

내비게이션/
인터랙션/
페이지
레이아웃/

6. 타려는 버스의 정류장이 없다고 판단

1. 기기 이용에 관한 어포던스가 부족함

7. 버스정류장 안내받지 못함 (태스크

2. 이용시 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3. 버스별/정류장별 탐색이 어려움

수행 실패)

4.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 부족
1. 첫 화면이 해당화면 맵인지 모름

역이용

2. 하단의 픽토그램이 인터랙션이

안내도
B

및

5. 아이콘이 눈에 띄지 않음

순차적

비상

인터랙션/

가능한 버튼으로 착각함

페이지

3. 첫 화면이 역이용 안내도임을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나서 인지함

대피로

자전거
안내

7. 정보제공의 시작과 끝이 애매함

레이아웃/

4. 위치 확인 후 공중화장실 도착
1. 자전거 대여 위치 아이콘이 작아 한

C

6. 버튼과 단순 픽토그램과의 구분이 안됨

그리드

인터랙션/
페이지

번에 발견 못 함
2. 정보 확인을 마쳤지만 끝난 줄 모름

레이아웃/
색상

3. 위치 확인 후 자전거 대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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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디자인, 에이콘. pp.41-42. 2011.두번째 글머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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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바일 2.0 이 도입 되면서 모바일 지도를 이용한 공간
탐색은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주로 차량 운전자를 위한 UX 중심으로 발전되어
보행자를 위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자의 관점에서 지도앱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모바일
지도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14 명을 대상으로 지도앱
사용 행태와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고,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지도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비교하여 관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보 길찾기
서비스에서 정밀한 상황 정보 제공, 경로 유형 시인성에
대한 니즈를 도출하였다. 문제점과 제안점을 제시하여
향후 보행자를 위한 길찾기 인터페이스 경험 디자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바일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보행자가 사용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는데, 이는
보행자의 방향 및 항법 활동의 특수성과 그에 상응하는
정보 요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설계과정에서
사용자의 참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Delikostidis,
2016) 또한 길찾기 상황에서는 예상된 공간적 구성과
경험된
환경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Tomko, 2015) 따라서 보행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보다 많은 사용자 경험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모바일 길찾기 사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에서 보유 사용자 수가 많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사용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자가 도보 길찾기 서비스 사용자 경험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려 한다.
보행자 관점에서의 사용자 경험 이해를 위해 지도앱
사용 행태와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의 인터페이스를 비교하여 관찰
조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관찰 조사를 바탕으로 도보
길찾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를 도출하였다.
또한 불편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문제 상황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향후 보행자를 위한 길찾기 인터페이스

주제어
보행자 내비게이션, 도보 길찾기, 인터페이스 디자인

1. 서 론
모바일 기기가 보급되며 일상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지도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2019 년을 기준으로 국내
안드로이드 사용자 중 네이버지도는 983 만명, 티맵은
947 만명, 구글지도는 935 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기업에서도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지도를 정밀화 하고
기능을 업데이트 하고있다. 이는 지도 서비스에 대한

경험디자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길찾기(Wayfinding)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획하고 결정하는 활동이다.(Downs &
Stea, 2017) 지도앱은 길찾기를 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사용자가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사용자의 수요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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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공한다. 보행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분야에서는 GPS 가 개인용 스마트폰에 도입되면서
길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정윤진, 2014; 문정선& 김승인, 2017)

P6

30

여

네이버지도

6 년이상

P7

32

남

네이버지도

6 년이상

P8

24

여

카카오맵

3년

Basiri 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이미지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길찾기를 하는 중 사용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Beeharee, 2006) 사진의 사용은
사용자들에게 확인과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고,
초기 방향 결정은 지도로 내리고 사진을 통해 확인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결과가
있었다. 단순한 방향 표시는 현실의 건물이나 길의
세부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확신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 단서가 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도보
길찾기 사용 시 시각적 정보 기존 내비게이션이 취하고
있는 텍스트 설명 방식보다 이미지가 인식하기 쉬운
것을 파악할 수 있다.

P9

26

남

카카오맵

2년

P10

20

여

카카오맵

6 개월

P11

24

여

네이버지도

4년

P12

26

여

네이버지도

5년

P13

25

여

네이버지도

3년

P14

23

여

카카오맵

4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지도앱에서 제공하는 도보
경로 안내는 랜드마크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반적인 지도앱 사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와
관찰 조사를 계획하였다.

3. 연구 방법
모바일 지도앱 사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운 대상으로 인터뷰, 관찰 조사를
수행하였다.
3.1 참가자
지도앱 중 길찾기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능 이해 및
사용 행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20-30 대 사용자
14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남성: 4 명, 여성: 10 명,
평균나이 : 26 세)(표 1) 일상적으로 지도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 번 이상 지도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성별

사용 지도앱

사용기간

P1

27

남

카카오맵

3년

P2

27

여

네이버지도

6 년이상

P3

29

여

시티맵퍼

4년

P4

24

여

네이버지도

3년

P5

32

남

네이버지도

5년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질문 세션과 실제 사용 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태스크 세션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터뷰와 관찰
조사는 총 30-40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질문
항목의 구성은 1) 전반적인 지도앱 사용 행태 관련
7 문항, 2) 도보 길찾기 사용 경험에 대한 8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찰 세션에서는 도보 길찾기
사용시 경로 선택, 경로 확인, 도착지 정보 확인, 조작
용이성을 확인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한 과제당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 두개의 앱을 직접 비교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생각을 말하는 Think Aloud 기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사진과 음성녹음을 통해 분석
자료를 기록하였고 행동 관찰 파트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행동을 기록하였다.

4. 인터뷰 결과
4.1 지도 앱 사용 현황
인터뷰 참가자 14 명 중 13 명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일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도앱 중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네이버지도 사용자 7 명, 카카오맵
사용자 6 명, 시티맵퍼 (citymapper) 사용자는 1 명으로
주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각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이유는 네이버지도는
주로 ‘처음 사용하게 된 앱이어서’,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다수였고, 카카오맵은 ‘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연동이 잘된다’, ‘ 대중교통 정보’, ‘익숙함’ 등 연동성을

표 1. 인구통계학적 정보

나이

3.2 인터뷰 및 관찰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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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이유로 들었다. 한 명의 사용자만 있었던
시티맵퍼는 ‘다른 앱보다 방향을 잘 알려준다’는 점을
사용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지도 앱 사용 경험과 관련된 인터뷰 질문에서 지도
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지도 앱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도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7 명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웹 검색을 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고 나머지 7 명의 응답자는 지도 앱 없이는 새로운
곳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전략을 취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도 지도 앱이 없이는 새로운 곳을 잘 가지
않는다는 응답을 봤을 때, 지도 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르는 길이라도 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장점이에요.“(p2)
“길치에게 꼭 필요한 기능" (p4)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p6)
“이제 검색하면 다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다.”(p11)
“대충 어느정도 걸리는지 예상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p10)

4.2 도보 길찾기 사용 현황
4.2.1

대중교통 정보, 즐겨찾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도앱의 핵심 기능인
길안내 기능에 대한 장점, 현위치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경로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고 상세 정보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도보 길찾기를 할 경우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이용할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장으로 응답하였다.

도보 길찾기 사용 중 확인하는 정보

도보 길찾기 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정보는 도보 안내
및 예상 시간 정보, 현위치를 가장 많이 참고한다. 길을
찾는 중에는 지도상의 현위치와 방향을 참고, 건물
이름을 보고 회전할 지점을 미리 확인하기도 한다.
카카오맵 사용자와 네이버지도 사용자가 우선으로
참고하는 정보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카카오맵 사용자는
예상시간을 우선으로 참고하고, 네이버지도 사용자는
현위치와 주변건물을 주로 참고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4.3 도보 길찾기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서 종종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언급된 상황을 분류하였을 때,
‘세부 정보 부재’, ‘UI 커뮤니케이션 오류’, ‘불확실한
시간’, ‘도착지 설정 오류’, ‘경로 안내 오류’, ‘이동 중 앱
사용’, ‘GPS 오류’, ‘검색어 오류’, ‘시스템 설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응답 답변이 많았던 항목은 ‘세부 정보
부재’와 ‘경로 안내 오류'로, 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지도앱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어 다른 검색 채널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잘못된
경로를 알려주어 도보 길찾기 인터페이스 사용 중
불편한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세부 정보 부재

그림 1 도보 길찾기 중 확인하는 정보

4.2.2

도보 길찾기에 대한 인식

도보
길찾기의
장점을
질문한
항목에서는
초행길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 상승, 현위치,
방향 확인, 경로 확인, 상세정보 확인, 시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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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앱에서 얻기 힘든 정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실내 지도, 장소 정보, 설정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실내 지도는 응답자 3 명이
지도에서 건물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GPS 가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였다. 업장 관련 정보에서는
영업시간 정보, 입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각 2 명의
사용자가 언급했으며, 주차 정보, 맛집 신뢰성, 상호명
불일치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2. 태스크를 수행하는 사용자

(2) 경로 안내 오류
인터뷰 참가자 14 명 중 13 명의 사용자가 도보 길찾기
서비스가 알려준 경로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경로는 경사로, 가파른 계단,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있었고 응답자 중 5 명만 불편한
경로를 알려주는 경우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돌아가거나 늦은 시간에는 큰 길을 선택하는
등의 대처를 했지만 나머지 사용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경험으로 끝났다고
응답하였다.

5.1 경로 안내 시인성
경로를 검색한 수 제시된 옵션 중 어떤 길을 선호하는지
알아본 과제에서는 3 가지 유형의 사용자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처음에 뜨는 경로’를 고르며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 는 사용자 유형,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짧은 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용자,
‘돌아가더라도 편하게’ 편한 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경로 옵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경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길인지
정확히 알고있는지 다시 질문했을 때 텍스트로
표시되어있는 계단이나 횡단보도 정보는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경로 정보 UI 는 경로에 대한 세부 정보는 작은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시간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자는 경로
선택에 있어 예상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해당 정보만을 고려한 채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각적으로 경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UI 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현재 도보 경로 안내 화면에서 길 정보를 알려주지만
사용자들은 이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로 정보에서
길의 특성을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향을 보았을
때, 현재 경로 안내 화면에서 취하고 있는 경로 정보의
표시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리단길 같은 곳에 가면 계단이 엄청 많고 오르막 내리막
너무 심해요. 그런데는 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p2)
“최단시간으로 검색하니까 가파른 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다 보니까 짜증나서 그냥 길 알려준대로 안가고 제가 길을
새롭게 보고갔어요”(p8)

4.4

추가 기능에 대한 니즈

지도 앱 사용자들은 상세 정보와 경로 알림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빌딩
이름이나 입구 정보, 도보 속도 기준 설정, 자주 가는 길,
막히는 길, 가로등 정보 등 맥락에 따른 경로 안내와 같은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사용자와 지나온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거나 분기점에서 회전해야하는
경우 음성 안내같은 감각적 피드백을 원하는 등
인터랙션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었다.

그림 3.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경로 정보 UI

5.2 도착지 정보 확인 전략
사용자들은 도착지 정보를 확인할 때, 1-2 개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도착지 건물의
층별 안내 참고하는 행동은 총 4 가지의 전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소스를 이용한 전략으로 ‘포털
검색 참고 하기’는 포털 검색을 통해 블로그에 있는 이전
방문자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이미지로 장소를 확인한 후
찾는다. ‘지도앱 내부에서 참고하기’는 로드뷰나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참고하여 목적지의 입구를 확인한다.
오프라인 소스를 이용한 전략으로는 ‘타인에게
물어보기’와 ‘직접 가서 찾아보기’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목적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이미 도착한
일행에게 전화하여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목적지 근처에

5. 행동 관찰 결과
실제 사용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 ‘경로 검색 후 선택’,’
도착지 정보확인’, ‘주변 목적지 검색’ 세 가지의
태스크를 부여하고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비교하며
사용해보도록 요청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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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개선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착해 직접 돌아다녀 보면서 찾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도착시간 지연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도보 길찾기를 사용하는 20- 30 대
사용자들의 지도앱 사용 행태를 이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관찰 연구를 통해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지도앱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능인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관찰을 수행한 결과, 사용자들은 지도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 앱 사용시 주된 불편사항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 상세 정보 부재가 가장 많은 사용자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세 정보를 확인 할
때는 지도 앱 사용 외에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여 도보 길찾기
경험을 저하시킨다.
또한, 행동 관찰 결과에서는 도보 길찾기 시 경로
안내에서는 경로를 선택하는 사용자들은 사실 그 경로에
대한 성격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이런 불확실한 경로 선택은
사용자의 예상과 맞지 않는 경로로 부정적인 길안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문제점을
정의하고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첫 번째, 도보 길찾기 중 상세 정보 지도앱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른 검색 채널의
이동하여 정보를 찾아야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사용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지도 앱 안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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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haptic feedback, information can be
directly transferred to the user in private. So, there
are previous researches conducted on various parts
of the body as a medium of information transfer
such as the ear, finger, and wrist. However, the teeth,
which is as sensitive as finger or ear has not been
explored. In this paper, we propose MouthNode,
which uses an unshielded Linear Resonant Actuator
(LRA) system to convey information on the teeth

Figure 1. MouthNode is a device that delivers tactile
feedback to the teeth in the form of a mouthpiece.

through vibration. From the technical evaluation,
our prototype can generate up to 0.28N of force,
and through our pilot study, the user can feel a

that the ear, wrist, and finger are body parts that
have the highest vibration perception sensitivity out

stimulus at a minimum force of 0.23N. This result

of all tested external body parts. In addition,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tactile

confirms that this system is feasible in conveying
information through tactile feedback on the teeth.

sensitivity of the ear is similar to that of the finger

Keyword

[12]. In regards to force sensing, the teeth has a
minimum threshold of 11.77mN [3] while the finger

Wearable; mouth; haptic

has a minimum threshold of on average 28.9mN [6].

1. Introduction

This shows that the teeth is as sensitive as, if not
more than, the finger. This gave us the confidence

Haptic feedback has the advantage of delivering
information directly to the user privately. Leveraging

that users could receive information using tactile

on these advantages, in the field of HCI, research on

feedback on the teeth.

transmitting information to the user through tactile
feedbacks on various body parts is increasing. The

This paper presents an exploration of a vibrotactile

transfer of information on the finger through a ring-

an unshielded LRA system. First, this unshielded

type wearable device using poking [4], skin dragging
[5], and vibration [11] was studied, and the study of

LRA system consist of a magnet triggered by an
electromagnet. The amount of force that this system

transmitting information through vibration in a

is able to produce is then measured. Then a pilot

smart band was carried out on the wrist [9]. In
addition,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the ear to

study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orce threshold
for perceiving the stimuli using a mouthpiece

convey information in the form of earrings through

embedded with the magnet.

interface on the teeth for information transfer with

an unshielded linear resonant actuators (LRAs) [7].

2. Related Work

However, research on tactile feedback on the teeth,

Despite

one of the most sensitive parts on the body, has not

extensive

previous

research

on

the

perception in and around the oral cavity, the teeth

been explored in depth. Dim and Ren concluded

have not been thoroughly explored as a lo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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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le stimuli perception. A few of such input
devices include ChewIt [2] which is a prototype
made with 3D Printed (PolyLactic Acid) PLA that
can be bitten on or rolled around inside the mouth,
and the feedback data is sent over through Bluetooth.
Typing on Your Teeth (TYTH) [10] is a wearable
system that allows users to type through the
feedback between their tongue and their teeth.
Another prototype by Li et al. gives information on
the localized position of the tongue [8].
Figure 2. Technical Evaluation Setup

There has also been an exploration for output
devices inside the oral cavity. Through an array of

from the magnet to accommodate the average skin

electrodes attached to the roof of the mouth, Tang,
H., and Beebe, D. J exerts electro tactile stimuli to

thickness above a closed lip which on average is
1.496mm [1], added with the thickness of the
mouthpiece which is 1mm, and on top of that

the visually impaired for navigation purposes [13].

another 2mm to distance the electromagnet from the

However, none have explored any vibrotactile
feedback on the teeth, so we investigate this in our

skin so that the vibration does not travel from
electromagnet to the skin. The electromagnet is

paper as a possible design space.

connected to an external power supply (SMART

3. Technical Evaluation

RDP-303) which has a minimum increment of 0.1V.
Mounted on the rig was a 750g load cell connected

In an LRA system the strength of the stimuli is
determined by the voltage supplied, the frequency,

to a load cell amplifier (HX711) and digitized with

and also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romagnet and

24-bit analog to digital converter (Figure 3). An
experimental program written in Java is used to

the magnet. To control the output force of the
system, the distance and frequency are fixed to

record the resulting force measurement.

measure the direct relation between the voltages

3.2 Measuring and Finding

supplied to the electromagnet with the force

The force that electromagnet and the magnet
produce is measured with respect to the input

generated by our system.
3.1 Evaluation Setup

voltage. At 20 samples/second we took 200 data

In order to do so, a custom 3D-Printed rig was
10mm×10mm×2mm N52 neodymium magnet

force produced.

Force (N)

made using PLA. This LRA system was built using a

entry at each 0.5V interval from 0V to 12V and
calculat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0.3
0.25
0.2
0.15
0.1
0.05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Voltage (V)
Figure 3. Mean force output with input voltage
Figure 4. Setup to adjust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romagnet and the magnet.

In figure 4, the result show that our system can exert
a maximum force of 0.284N (SD: 0.00049). A linear

alongside a cylindrical 12V 340mA electromagnet
(Figure 2). The electromagnet is distanced 5mm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the voltage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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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which has flexible bar with ball joint, and can
be adjusted to fit the participant’s height.
4.2 Procedure
The pilot study followed UDD (Up-and-Down
Designs). Conditions were the minimum force
needed to trigger a response. In order to properly
transfer the force to the teeth, the mouthpiece needs
to be properly fitted, so the participants were asked
Figure 5. Output force according to the input

to dip the PLA mouthpiece in 70oC hot water and
bite on it to mold it to the shape of their teeth. The
participants were then asked to sit down with the

to the force exerted. Using the coefficient gained
from this relationship, the precision of force that our

electromagnet rig connected to their mouthpiece

system can generate is tested. We then attempted to
produce force in 0.05N increments between 0.05N

(Figure 1). The force is then varied by changing the
supplying voltage with 0.5V step. After the step

to 0.25N.

change, participants were asked if they were able to

Based on the result, the targeted force was
successfully replicated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feel the vibration and they were to put their right
thumb up for a yes and to lay their hand flat on the

0.0017N.

table for a no. For every no response, the voltage

This experiment allows us to precisely control the

was increased by 2 step (1V) and for every yes
answer the voltage was decreased by 1 step (0.5V).

force output of our LRA system in 24 steps from 0N
to 0.28N in confidence, with 5mm distance between

For consistency, other variable such as the frequency
of the vibration was set to a constant 15Hz based on

the electromagnet and magnet.

a previous study on the ear [7]. The experiment was
done in total with 20 trials for each participant and

4. Pilot User Study

the minimum force felt was recorded.

In this study, the minimum force threshold on the
teeth is tested by actuating the front part of the

We recruited 4 male volunteers aged 21-26 (M:
24.25 SD: 2.046) from our institution.

mouthpiece.

4.3 Result and Discussion

4.1 MouthNode

All participants were able to feel the vibration during
the experiment, with minimum force 0.23N (Mean:
0.2025N, SD : 0.021).
Table 1. The result of the minimum force needed by user
to feel stimulus
Figure 6. The neodymium magnet in the MouthNode
vibrates through the electromagnet.

For the experiment, a 3D printed PLA mouthpiece
with a cutout fit for the neodymium magnet in the
middle is printed. Another 3D printed rig also made

Participant

P1

P2

P3

P4

Minimum
Voltage (V)

8

8.5

7

9.5

Minimum
Force (N)

0.2

0.21

0.17

0.23

out of PLA in order to secure the cylindrical
electromagnet (Figure 6). The rig also has a physical
bridge which allows the mouthpiece to be equally
distanced

from

the

electromagnet

for

The results imply that the system was feasible in
delivering the required stimuli in order to create
tactile stimuli on the teeth as well as open up a new

each

participant. The rig is then attached to a cell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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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e, M., Je, S., Lee, W., Ashbrook, D., & Bianchi, A.
(2019). ActivEarring: Spatiotemporal Haptic Cues on
the Ears. IEEE transactions on haptics.

possibility of exploration for future research on
tactile feedback on the teeth.

5. Future Works and Conclusion

8. Li, R., Wu, J., & Starner, T. (2019, March).
TongueBoard: An Oral Interface for Subtle Input. In
Proceedings of the 10th Augmented Human

This work presented an exploration of a new type
of vibrotactile interface on the teeth using LRA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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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personal information 은 처음 추가된 시점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public data 에 누적된다.

요약문
최근 전자 문서 배포의 증가로 전자 문서 포맷 중
하나인 PDF 의 사용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용자들은 PDF 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복사하여
개인 파일 시스템 안에 분산 시켜 저장한다. 이때,
PDF 에 남아 있는 annotation 도 PDF 의 분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산재 된다. 하지만
annotation 은 다른 annotation 과 함께 사용자에게

Public data 를 관리할 때, 하나의 public data 는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Public data 는
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하나의
public data 를 복제해서 목적에 맞게 서로 다른
디렉터리 안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사용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public data 가 분산되면 public
data 에 추가되어 있던 personal information 도 같이
분산된다. 하지만 personal information 이 분산되면,
앞서 언급한 2 가지 특징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personal information 과 함께 보이지 못하거나,
public data 에 누적되지 못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제공될 때, 더 가치가 증가한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PDF 가 평균 1.8 개의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 위치함을 확인함으로써 PDF 분산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nnotation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는 한 달간의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 제시한
시스템이 PDF 에서의 annotation 분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했음을 검증했다 (SUS: 87.8).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파일 시스템은 파일의 복제 및 분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복제 이후의 정보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2]. 따라서 우리는 단일
디바이스의 파일 시스템 안에서 여러 디렉터리에
분산된 public data 의 personal information 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분산된 PDF 를 어느
디렉터리에서 열어도 해당 디렉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디렉터리에서 추가된 annotation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추가한 annotation 과 추가한
annotation 의 수정 명세를 다른 디렉터리에서
접근해도 확인 할 수 있는 동기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분산된 personal information 을

주제어
개인정보 분산 문제, 개인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1. 서론
PDF 는 전자 문서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 중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웹에서 원하는 내용의
PDF 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PDF 리더
소프트웨어로 논문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메모와 같은 주석을 추가한다. 주석이 추가된 PDF 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의 파일 시스템 안의 적절한
디렉터리에 저장된다. 같은 내용의 PDF 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기존에 있던
PDF 를 복사해서 다른 디렉터리에 위치시키거나,
또다시 같은 PDF 를 웹에서 다운받아 저장하게 된다.
이처럼 PDF 와 같은 public data 에 주석과 같은
personal information 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용 패턴이다 [1].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돕는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의 PDF 분산
문제를 진단하고, PDF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했고, 최종적으로 한
달간의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 제시한 시스템의

Public data 에 더해진 personal information 은
2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동일한 public data 에
추가된 다른 personal information 과 함께 제공될 때,

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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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평균 DIR/PDF 는
1.8 이다. 이 수치는 하나의 PDF 가 평균 1.8 개의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PDF 의 50.7%에서 분산이 발생했음을 실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IR/PDF 가 3
이상인 PDF 도 전체의 22%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으로부터 우리는 PDF 분산 문제가 실제
환경에서 존재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분산된 PDF 에서 annotation 분산
문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생각했다.

2. PDF 분산 문제의 진단 실험
우리는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PDF 에서
annotation 분산 문제를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얼마나 PDF 가 분산 저장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PDF 를 분산 저장하고 있다면 PDF 에
추가되는 personal information 인 annotation 도
필연적으로 분산 저장되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는 PDF 분산 저장 문제의 정량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험을 수행했다.
우리는 PDF 분산 문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는 PDF 가 몇 개의 서로
다른 디렉터리 안에 저장되는지를 나타내는 metric 인
DIR/PDF 를 정의했다. DIR/PDF 는 하나의 PDF 가
분산 저장된 디렉터리(DIR)의 수를 의미한다.
PDF 는 일반적으로 최소 하나의 디렉터리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DIR/PDF 는 1 을 최솟값으로
가진다.

3. ANNOTATION 통합 관리 시스템 디자인
Personal information 분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personal information 의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분산된
personal
information 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personal information 을 한 곳에 위치시키고 분산된
public data 에는 해당 personal information 의
주소만을 가지고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예시로는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에 남긴
아날로그 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필기할 때, 필기와 수업 내용 간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책의 페이지나 제목 등을 함께
기재한다. 이후, 관련 학습 자료의 PDF 를 새로
뽑거나 책을 빌리게 되어, public data 의 원본 없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한곳에 모아 놓은 노트를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시한 예시와 같은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personal
information 의 통합 관리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했다.

우리는 PDF 의 사용이 친숙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피실험자 대상으로 정했다. 우리는
PDF 의 사용량이 많은 학술 분야 종사자에 집중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학술 분야 종사자인 대학원생 및
연구직 12 명을 피실험자로 모집했다.
우리는 피실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컴퓨터 장치 한 대를 정하여 해당 장치에 디스크 스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우리는
디스크
스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피실험자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PDF 의 meta 데이터와 콘텐츠를 추출했다.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PDF 인지를 확인하고
하나의 PDF 가 몇 개의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
위치하는지를 DIR/PDF 로 계산했다.

그림 2 Annotation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저장하기 상호작용
흐름도

그림 1 DIR/PDF 에 대한 PDF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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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하나의 annotation 이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서
수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DIR/ANNOTATION
을
정의했다.
제시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디렉터리에서
작성된 annotation 이라도 현재 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 디렉터리에서 작성되지 않은
annotation 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어서 해당
annotation 을 수정했다면,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추가적인 가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notation 은 일반적으로 최소 하나의 디렉터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DIR/ANNOTATION 은 1 을

그림 3 Annotation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불러오기 상호작용
흐름도

최솟값으로 가진다.
우리는 PDF 의 사용이 친숙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피실험자 대상으로 정했다. 우리는

기존에 사용자들이 PDF 를 읽고 주석을 추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DF 리더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Adobe Reader 의 plugin 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듦으로써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본 방법이 적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3].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의 흐름은 그림 2 그리고 그림 3 과 같다.
Personal information 을 한 곳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PDF 로부터 annotation 을 추출해서,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 폴더에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annotation 은 annotation 과 PDF 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서 발급한 고유 ID 를 이름으로
가진다. 이후, 사용자가 PDF 리더 소프트웨어로
PDF 를 열면, 이 인터페이스는 해당 PDF 로부터 고유
ID 를 생성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생성한 고유
ID 와 일치하는 annotation 이 있는지 없는지 고유

PDF 의 사용량이 많은 학술 분야 종사자에 집중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학술 분야 종사자인 대학원생 및
연구직 5 명을 피실험자로 모집했다.
우리는 피실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컴퓨터 장치를 한 대 정하여 해당 장치에 제시한
인터페이스를 설치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 동안
피실험자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우리는 피실험자들로부터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인 SUS[4]를
수행하도록 했고 피드백을 수집했다.

ID 테이블을 탐색해서 확인한다. 있으면, 해당
annotation 을 읽어와서 현재의 PDF 위에
덮어씌워서 보여준다. 없다면, 사용자가 PDF 에
annotation 을 하고 PDF 리더 소프트웨어를 종료할
때, 남긴 annotation 을 미리 생성한 고유 ID 로
추출해서 고유 ID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personal information 을 한 곳에
위치시키고, 분산된 public data 에서 해당 personal
information 의 주소를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DIR/ANNOTATION 에 대한 Annotation 비율

DIR/ANNOTATION 결과는 그림 4 과 같다. 평균
DIR/ANNOTATION 은 1.9 이다. 이 수치는 하나의
annotation 이 평균 1.9 개의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서
수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분산된 PDF 에서 생성된 annotation 이라고
해도 동시에 같이 보일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인다. 피실험자들은 다른 디렉터리에서
생성된 annotation 을 수정하면서 하나의 PDF 에

4. 통합 관리 시스템의 효과 검증 실험
우리는 디자인한 인터페이스가 실제 환경에서
PDF 에서의 annotation 분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했다.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가 PDF 에서의 annotation
분산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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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personal information
산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annotation 통합 관리 시스템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달린 개인 정보를 더 발전시키는 사용성을 보인다. 이
결과로부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작성된
annotation 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어서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추가적인 가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정을 검증했다.
5 명 피실험자의 평균 SUS 는 87.8 이었다. 이는
Bangor et al. [5] 에 따르면 이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정도의 사용성을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9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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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피실험자들로부터 형식이 없는 피드백을
모았다. 5 명 중 3 명의 피실험자는 기존에 PDF 에
annotation 을 추가하는 방법이 목적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방법이었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PDF 의 사용 목적에 따라 annota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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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여 진단이 이루어진다. 현재 임상에서 주로

요약문
파킨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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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본태성

진전은

사용되는 진단 방법은 환자의 생활 패턴과 간단한
검사(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상운동증상을

일으키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두 질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운동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외관상 비슷한 운동 양상이 관찰되는 본태성
진전증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 간의 구분이 어려우며,

임상의의 의견만으로 진단이 되어진다면 임상의 마다
상이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손 떨림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 임상의에 따라 상이한 진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량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혹은 서행을 정량적 판단 하기위해 설계된 5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데이터들이 일정한 속도와 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떨림의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5 가지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눈 30 개의 데이터와 서동 데이터 10 개, 총 40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량화
하였다.
결과로는 떨림, 강도, 빈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2. 연구방법
2.1 이상운동증상 정량화 방법

보이고 떨림 성분이 운동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단용

이상운동증

정량화

알고리즘은

환자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 태블릿 PC 의 터치 입력을
데이터로 활용한다. 환자는 화면 상에 제시된 직선

주제어
이상운동증, 정량화, 그리기 검사

그래프와 나선형 그래프를 기준선을 따라 펜으로
그린다. 화면상의 펜 경로는 X, Y 축의 픽셀 좌표로
초당 60 개씩 센티미터 단위로 기록되며, 1 픽셀의

1. 서 론

크기는 약 118μm 이다. 태블릿의 크기는 10.1 인치,

1.1 연구배경

해상도는

이상 운동증상을 수반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증가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최근 5 년(2014~2018)동안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인원이 600 만 명이며
진료비는 20 조 원을 넘어섰다[1].
일반적으로 진전(손 떨림), 경직, 그리고 서동 등의
운동 이상 증상은 의사의 관찰과 주관적인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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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로 정한다.
떨림

데이터의

변환(Hilbert

PCA

결과

Transform)을

통해,

값을

힐베르트

떨림

요소의

포락선을 산출한다. 포락선의 평균을 떨림의 세기(TM,
Tremor magnitude)로 정의한다.
운동 데이터는 데이터의 초기값을 ‘0’으로 보정한 후,
운동 데이터와 기준선 사이의 거리의 평균을 계산하여
오차 거리(ED, Error Distance)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림 (1). 알고리즘 도식도

운동 데이터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을 구하여
경로의
길이(Length)를
정의하였다.
평균
속도(Velocity)는 길이와 검사 수행 시간(Time)을

1920×1200 이며, 직선의 길이는 약 18cm 이고

나누어 산출한다. 데이터의 변환과정 및 각 측정치에

나선의 지름은 약 14cm 이다.

대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환자의 경로 데이터는 통과대역주파수가 3Hz 에서
15Hz 인 대역통과필터(BPF, Band Pass Filter)와
통과대역주파수가 3Hz 이하인 저역통과필터(LPF,

2.2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떨림 요소와 운동 요소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및 검증 방법

실제 환자 데이터를 얻기에 앞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환자의 떨림을 모사한 데이터를

분리한다[2]. BPF 를 통과한 데이터는 떨림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이며, LPF 를 통과한 데이터는 운동

제작하였다. 떨림의 정도는 상(Good), 중(Moderate),

데이터이다.

하(Poor)로 세기를 달리하여 실제 태블릿 PC 와 디지털
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가로 떨림도 있고

떨림 데이터는 주성분 분석법(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X, Y 축의 2 차원

서동현상도

나타나는

Poor

with

Slow-

데이터를 1 차원 데이터로 변환한다. 1 차원을 축소된

movement(PS)를 떨림의 정도가 Poor 인 경우와

데이터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각 조건 별로 실제로 태블릿
PC 를 통해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분석은 MATLAB

떨림 주파수(TF, Tremor Frequency)를 정의할 수 있다.

(MathWorks Inc.)에서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통계적

TF 는 10~25Hz 대역에서 파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평균에 표준편차의 특정 값 (예: 선 그리기

유의성은

Wilcoxon

검정의

유의확률

value<0.05)을 사용하여 증명했다.

40 배, 나선 그리기 70 배)을 더한 합보다 더 높은
크기의 주파수가 존재할 경우, 운동 성분을 갖는 낮은
주파수 (예: 3.2Hz) 보다 크다면 그 주파수를 떨림

그림 (3). 나선 그리기 검사의 데이터 특성

그림 (2). 직선 그리기 검사의 데이터 특성

(1 열:Good , 2 열 : Moderate
3 열 : Poor, 4 열 : Poor with Slow-motion)

(1 열: Good, 2 열: Moderate
3 열 : Poor, 4 열 : Poor with Slow-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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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선 그리기 검사의 떨림 유무에
따른 데이터 분류

그림 (5). 나선 그리기 검사의 떨림 유무에
따른 데이터 분류

(좌측: TM 중간: TF 우측: ED)

(좌측: TM 중간: TF 우측: ED)

TM 이 0.1cm 를 넘지 못하고 TF 는 0 으로 산출된다.

3. 연구결과
3.1

또한 ED 는 0.3cm 이하의 값이므로 기준선과 거의

측정된 데이터의 특성

유사하게 그렸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원시 데이터(Raw Data) (그림. (2)A, (3)A)를

약간의 떨림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Moderate),

LPF 를 통해 3Hz 이하의 주파수 영역만을 산출하면
운동 요소 (Motion Component)만을 추출할 수 있다.

TM 과 TF 가 떨림이 없을 경우보다는 크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D 의 경우,
직선 그리기의 결과는 0.44cm 로 떨림이 없는 경우와

(그림. (2)C, (3)B) 그 중 직선 그리기 검사에서는
Y 축의 데이터가 운동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PF 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떨림이 큰 경우 와 비교하여 중간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선 그리기의 결과에서는 떨림이 큰
사용자 보다 더 큰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떨림과 운동

Y 축의 원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2)B, C)
또한, 원시데이터를 BPF 로 3~15Hz 의 범위를
데이터로 산출한 후 각각 1 차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소가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떨림 요소(Tremor Component)가 추출한 후 PCA 를

떨림이

통해 1 차원 데이터로 차원 축소를 한다.

큰

사용자의

경우(Poor),

떨림이

없는

경우보다 TM 이 10 배 이상 크고, TF 또한 평균적으로

직선 및 나선 그리기의 결과에서(그림. (2), 그림. 3)

4~5Hz 사이에 분포하므로 두 그리기 검사 모두

떨림이 없는 사용자(Good)의 경우, 떨림의 세기와

동일하게 떨림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도수가 떨림이 있는 경우보다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떨림의 세기와 주파수가 사용자의

각 기준 값 간의 유의 확률을 계산하였을 때, 직선
그리기에서는 떨림의 유무에 따라 TM, TF, ED 모든
결과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선 그리기

떨림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D, E, (3)C, D)

검사에서는 TM 의 경우, 떨림의 유무에 따라 각 결과
값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F 는 떨림이 큰
사용자의 데이터를 떨림이 없는 경우와 약간 있는

3.2 떨림 유무에 따른 데이터 분류

경우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ED 는 떨림이 없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떨림이

직선 및 나선 그리기 검사의 결과를 떨림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그림. (4), (5)) 떨림이 없는 사용자의

있는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우(Good), 두 그리기 검사의 결과 모두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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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선 그리기 검사의 서동에 따른 데이터 분류

그림 (7). 나선 그리기 검사의 서동에 따른 데이터 분류

좌측: Poor 우측: Poor with Slow movement

좌측: Poor 우측: Poor with Slow-motion

3.3

함으로써 증상의 경중과 생활 능력의 상실 정도를

서동에 따른 분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직선 및 나선 그리기 검사에서 떨림이 많은
사용자(Poor)와 떨림도 많고 서동도 있는 사용자

기대한다.

(PS)를 비교하였을 때(그림. (6), (7)), PS 의 경우도
Poor 와 비슷하게 떨림이 있는 사용자의 떨림 주파수와
세기의 결과 값임을 알 수 있었고, 검사 완료시간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환자의 데이터가
아닌 모사한 데이터이기에 차후 실제 이상 운동증상

PS 의 경우가 길었기에 검사 중 평균속도(Velocity)가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가지의 측정 기준의 알고리즘을 보완하고자 한다.

4. 결론
사사의 글

본 연구는 제안한 이상운동증 측정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직선 및 나선 그리기 검사를 통해 떨림이 없을 때,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2017R1C1B5017593) 및

약간 있을 때, 크게 있을 때의 환자를 모사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

데이터를 생성하여, 해당 데이터의 TM, TF, ED 의
값을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떨림의 유무에 따라 값

(2017-0-00130)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간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떨림의 강도와 결과
값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도출한 결과값의
유의성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 검사에서도 유의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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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게임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요약문

있음을 시사한다[6,7]. 이처럼 게임에 대한 연구가

게임분야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은 단순한 재미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시선추적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8].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해 왔다. 시선추적 기술은 사용자의 눈동자가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시선이 머무는 지점,

본 연구에서는 시선추적 기술의 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게임연구에서 시선추적 기술의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선추적 기술의 게임개발

시간, 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게임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시선추적
기술의 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게임연구에서의 적용

및 연구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논의해 봄으로써
게임분야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게임분야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시선추적 기술과 원리

주제어

시선추적(Eye-Tracking) 기술은 별도의 기기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눈동자를
관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7]. 시선추적은 주로 특정

시선추적, 게임인터페이스, 게임분석

1. 서 론

제품에

게임은 개발자의 경험이나 이전 사례를 통한 결과

대한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람의

심리상태, 신경과학 등에 적용하여 새로운 인터페이스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운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게임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선과 동공 정보를 파악하여 졸거나 피곤한 상태 등을

있으며 게임 사용자에게 단순한 재미 이상의 새로운

파악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안구 마우스 인터페이스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게임의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마우스, 키보드를 통한 입력과

시선추적 기술은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시선정보 수집

모니터를 통한 출력에서 벗어나 뇌파측정, 시선추적,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사용자의 눈 영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얼굴표정, 신체동작 등을 입력도구로써 활용하고
모바일,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VR 등을

어떤 파장의 빛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근적외선

출력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1,2,3,4].

방식과 가시광선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적외선
방식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근적외선 광원이 별도로

최근 시선추적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게임

필요하지만 동공과 홍채의 구분이 용이해 정밀도가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높다. 그러나 실내사용이 권장되고 어두울수록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야외에서는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기존의 마우스,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력도구로써 시선추적 기술을

반면 가시광선 방식의 시선추적은 시선추적을 위한

활용하거나 게임을 플레이 하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카메라만 필요할 뿐 부가적인 제한이 없어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공과 홍채의 구분이 어려워
눈꺼풀에 방해를 받아 정밀도가 낮다. 따라서 최근에는

화면 주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발자의 의도를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가시광선 방식은 사용률이 떨어지며 근적외선 방식을
발전시켜 다양한 하드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근적외선

보여준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게임화면에서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함으로써 게임의 분석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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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시선추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분화 되었는데

이전에 사용자의 자세와 시선의 높이에 따라 모니터,

대표적인 것이 Remote 방식, Glasses 방식, HMD 방식,
fMRI Compatible 방식이다. 그림 1 을 통해 각 방식이

사용기기의 각도 및 거리를 조절하고 조절된 위치에서
사용자의 동공을 교정(Calibration)하여 시선정보를

사용자의 시선정보를 습득하는 작동방법을 살펴볼 수

추적한다. Glasses 방식은 안경 형태의 시선추적 기기를

있다.

착용하고 사용자의 눈을 촬영하여 동공을 검출한다.
HMD 방식은 VR 환경에서의 시선추적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HMD 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동공을 검출한다. 그리고 fMRI 방식은 시선추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뇌를 동시에 촬영하여
동공과 두뇌에 대한 정보를 검출한다. 각 방식은 사용
환경과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정확성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된다. 이처럼 시선추적은 사용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1) Remote 방식

기술로써 최근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이나
게임 및 가상현실 콘텐츠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게임연구에서 적용사례
컴퓨터그래픽 기술의 발전과 하드웨어가 개발되면서
게임은 별도의 기기를 필요로 하는 콘솔(Console)이나
아케이드(Arcade)형태의 게임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AR, VR
게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게임분야에서 기술의 적용은

(2) Glasses 방식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대두될 때 마다 즉각적이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시선추적
기술은 게임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게임 인터페이스로써의 활용과 게임에
대한 분석 도구로써의 활용이 그것이다. 게임개발
과정에서 시선추적 기술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3.1 게임 인터페이스
게임 인터페이스로써 시선추적 기술의 적용은
입력도구의 기능을 담당한다. 게임은 플레이어가

(3) HMD 방식

무엇인가의

커맨드(Command)를

입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콘텐츠 내부의 시청각적 반응(Reaction)이
발생하는 반복적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이다. 따라서 입력도구로써 조작기기 또는
키보드, 마우스, 터치패드 등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입력도구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한다. 단순한 형태의 시선 움직임이나 시선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시선 움직임 자체를 입력신호로
받아들이거나 디스플레이 화면의 특정지점을 일정시간

(4) fMRI 방식

이상

그림 1. 근적외선 시선추적 방식의 종류

주시하는

것을

별도의

메타포로

지정하여

사용자의 시선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그림 1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Remote 방식은 별도의
기기를 모니터 하단부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눈을 촬영하여 동공의 움직임을 검출한다. 시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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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임분석 도구

그림 2 는 실제 게임에서 적용된 시선추적 게임
인터페이스 사례이다. 그림 2-(1)은 최초에 키보드,
마우스의 입력을 통해 플레이 하도록 설정된 리듬게임
Sentry 이다. 마우스의 Drag 기능을 시선추적으로
대체하여 사용자의 시선 이동경로와 게임 콘텐츠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2)는 마우스의
Up, Down, Drag 기능을 시선추적 기술을 통해 구현한
아이퍼스트의 Double Up 이다. 일반적으로 마우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입력들을 대체함으로써 사용자의

게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게임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
및 게임디자인 단계에서 설계의 피드백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써 활용되기도 한다. 게임 콘텐츠
내부의 기능적 측면의 활용이나 UI 의 사용성 평가,
게임레벨에서의 환경적 요소의 배치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의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시선추적
기술이 활용된다.
그림 3 은 게임분석 도구로써의 활용 사례이다. 그림 3-

시선으로 게임에서 필요한 입력신호를 대신하고 있다.

(1)은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FPS 게임의 UI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선추적 기술은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배치한 UI 의 활용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림 3-(2)는 게임디자인
단계에서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설정된 게임레벨에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1) 리듬게임 Sentry[9]

(1) UI 사용성 평가[11]

(2) Double Up[10]
그림 2. 시선추적 기술의 게임인터페이스 적용사례

그림 2 의 두 게임 모두 마우스 기능에 시선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게임플레이에 필요한 커맨드들을 입력 받는다.
이것은 시선추적을 통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사용자가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시선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속적인 시선 움직임에
포커싱을 두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화면을 주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시선추적 기술이 게임에 적용
가능한 입력도구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마우스의 이동속도와 가동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타 기술과의 융합의
확장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선
움직임은 마우스의 움직임보다 빠르며 즉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입력도구로써 시선추적의 적용은
사용성 평가 관점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의 화면 주시 정보 수집[12]
그림 3. 시선추적 기술의 게임분석 도구 적용사례

그림 3 의 두 가지 사례 모두는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플레이어의 시선이 주시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특정 레벨 및 오브젝트에 머무는지,
게임플레이 동안 어떠한 경로로 시선이 움직이는지
등을 시선추적 기술을 통해 시각화된 결과물로
나타냄으로써 게임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시선추적 기술이 게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반복되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 10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시선추적을 통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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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여가 생
활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요약문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시

여가 활동이 공급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디지털 콘텐

간에 따른 게임이용의 차이를 통해 게임 중독‧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츠는 '여가의 대중화'로 이어졌다[1,2,3]. 이처럼 여가
문화의 변화는 개인이 체감하게 되는 삶의 질적인 변화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삶의 만족도, 게임이용동

를 가져왔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삶의 질적인 변

기,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 요인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온라인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당

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삶의 만족도란 보다 행복한 삶, 보다 가치 있는

게임이용시간을 산출하여 상위, 중위, 하위 세

삶을 위한 기준과 만족에 관계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요인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삶의 만

인식할 수 있다[4]. Shichman와 Cooper에 의하면 사
람들은 대게 여가생활을 즐길 때 웰빙(Well-being), 행

족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게임이용동기에

복감 같은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 Kelly는 사람은 여가

서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였다.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은 게임이용동기 하위영역에서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향상시킬 때 절정의 존재감을 느
낀다고 주장한다[5,6].

유의미하였으며,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 중

온라인 게임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독‧과몰입 수준은 유의미하였다.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장시간 게임을 하는 집단은 게임 중독‧

자각하고, 목표를 성취하거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
는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온라인 게

과몰입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

임은 이에 대해 삶의 만족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

과는 향후 게임장애(IGD)에 대한 연구방향과 건
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드벤처나 액션 게임, 슈팅 게임
등은 쾌락이나 자극 만족의 콘텐츠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

MMORPG게임은 게임 내의 사회관계와 전투력 향상

주제어

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거나 유익한 삶의 정보
를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가치 실현의 도

온라인게임, 가상현실, 삶의 만족도, 게임이용동기,
게임중독, 게임과몰입

구로 작용하고 있다[7,8]. 이론만 보자면 온라인 게임
은 우리생활에 삶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디지털 여가활
동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에서 게임은 과몰입‧중독

1. 서 론

을 일으키는 문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게임의 본질이 놀이

이는 온라인 게임이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을 동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에게 정적 강

라고 주장한다. 게임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며 존
재해 왔다. 인간의 정신적인 놀이 활동으로 게임은 디

화를 제공하고,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대리만족시켜

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상공간에서 즐기게 되었다.

주기 때문에 빠져들기 쉽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학업이나 일상기능이 손상되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난 가상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양화되었으며, 이런 변화는 현실 세계와 비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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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에 이르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요인은 게임장애

2018년도 기준 한국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군 비율
은 위험군 포함 약 1.8%로 추정되었다[9]. 인터넷 게

(IGD)에 영향을 미치거나 삶의 만족도와 게임장애 사
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조사되었다[18,19,20]. 연구

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자들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삶의 불만족 부분의 도

것을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비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게임에서 과몰입‧중독의 기제를 이해하려는 시도

피하는 곳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21,22,23]. 즉, 게임을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삶의 만

는 시급하다.

족감과 삶의 실제 문제로부터 피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

더욱이 WTO는 2022년부터 ‘게임 장애’를 도박 중독
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다[24].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낮은 삶의 만족도가

behaviours)’ 범주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콘텐츠 산업

게임장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추정치 14.5조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

[25,26].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게임장애 수치가 높
은 것으로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삶의 만

는 상황이다[10].

족도는 게임 과몰입‧중독수준에 다른 요인 간의 차이에

그렇다면 게임을 디지털 여가활동의 측면은 뒤로 한
채 무차별적으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적용하자는 주

의해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2.2 게임이용시간과 게임이용동기 관계

장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여 인터넷

가장 먼저 제기할 의문은 과연 게임장애(IGD)가 게
임 자체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게임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하지는 않으나, 게임
이용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또한

서는 게임 과몰입‧중독 관련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가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은 게임장애(IGD)에 영향을 미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1].
삶의 만족도는 가족 간의 갈등 및 사회에서의 역할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것은 게임 중독수준이 높
아지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간접적인 설

지위의 상실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소외감, 무기력

명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실제 삶의 문제가 적절히 해

증, 삶의 목적 상실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면서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게임

결될 때까지 게임을 통해 도피하고 싶어 한다. 삶의 만
족도가 주는 부정적 감정을 소진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

과몰입‧중독자들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족

문이다[23]. 그리고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할

스런 대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게
임의 과몰입‧중독 된다는 것이다[5,12,13,14].

때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 게임을 통해 느끼
는 감정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이용시간

미치는데 이런 경험의 증가는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

에 따른 게임이용의 차이를 통해 게임 과몰입‧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

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25,29,30].
한편,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게임을 여가

해 삶의 만족도, 게임이용동기, 게임 과몰입‧중독 요인

생활로 즐기며 생활한다. 이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여가활동으로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생태계

로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인 자기결정욕구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31]. 일반적으로 게임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자들은 온라인 게임을 오락적 동기로 이용한다. 사람
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 휴식과 오락성을 느끼기도 한다
[32]. 그렇다면 부정적 감정 소진이 더 필요한 즉, 게임

2.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2.1 삶의 만족도와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 관계

을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피 동기에서 차이를 보

인터넷게임장애(IGD)는 지속적인 시간 게임에 참여

이면서 오락 동기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패턴을 보인다. 부정적 적응으로 발달하여
과몰입‧중독이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감과 게임 과몰입 경험은 게임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 언급 이
전에는 게임의 몰입과 오락성은 게임스토리, 그래픽 그

[15,16,17]. 그래서 게임 장애(IGD)에 대해 논의할 때
게임이용시간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다. 실제 다수의
연구자들을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무언가

리고 조절능력에 있다고 여겨졌다.[33] 그러나 삶의 만
족감과 게임몰입 경험이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상
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시간이 과

를 찾기 위해 시간 관계를 통한 과몰입에 대해 분석 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
인으로 삶의 만족도 요인을 주장하였다.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면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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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5 ∼ 39

Agyar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즐기는 개인들의 지
각된 자유와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

40 ∼ 59

4

0

전체

64

87

5

11

타났다고 보고하였다[34]. 게임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활동으로 게임 내의 창조적 구현성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선택과 무한한 탐험적 환경을 제공해 주
고 있다[35].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니며 게임을 이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것이 게임의 순기능이라면 현대 게임이 안고 있는 ‘중독’

표2. 게임이용자의 주당 게임이용시간

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순기능적 장점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방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빈도

인원

주당(시간)

상위

20%

30

21∼84

중위

62%

94

4.5∼20

하위

18%

27

4

3.2 연구도구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이용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설문문항은 삶의 만족도 관

삶의 만족도, 게임이용동기,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에
서 차이를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 과몰입‧중독

련 14개, 게임이용동기 관련 25개, 게임 중독 수준 관
련 20개, 그리고 3개의 인구통계학적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2.1 삶의 만족도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임영진 외 3
인(2012)의 연구에서 개발된 정신적 웰빙 척도를 바탕

1.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으로 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본 조사 측정도구로 사

2. 게임이용동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용하였다[36].
하위영역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에 포함

3.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이용동기는 어떠한가?
4.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 과몰입·중독수준에

된 문항 내용으로 정서적 웰빙(3문항), 사회적 웰빙(5

차이가 있는가?

문항), 심리적 웰빙(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5. 삶의 만족도와 게임중독수준 사이에서 게임 이용
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Chronbach’s Alpha)는.897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2.2 게임이용동기

3.1 연구대상

게임 이용 시 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이윤희(2014)의
게임이용동기 척도를 재사용하였다[37].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온라인 게임이용동기 문항 하위영역으로

본 연구는 게임 동호회, 인디 게임 개발자 모임 카페
5군데 및 성인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 22부를 제

는 도전성취 동기(7문항), 오락소일 동기(7문항), 교우
동기(3문항), 현실도피 동기(4문항), 공격 동기(4문항)
를 무작위로 배열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외한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게임이용시간은 최근
한달 동안 평균 한 주에 몇시간을 이용하였는지를 분석
하여 이를 총시간으로 환산한 후 상위 20% 중위 62%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hronbach’
s Alpha)는 .912으로 나타났다.

하위 18%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최고 시간은 주당 84
시간으로 1명이었다.

3.2.3 게임 과몰입·중독수준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명)
연령

게임 과몰입·중독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김청택 외
3인(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

성별
남

여

20 ∼ 24

19

27

25 ∼ 29

18

21

총 20개 문항으로 일상생활 장애(9문항), 긍정적 기
대(1문항), 금단(5문항), 일탈행동(2문항) 내성(3문항)

30 ∼ 34

18

28

으로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도(K척도)를 게임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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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4.2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이용동기에서 삶의

연구에서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962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차이
게임이용동기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당 게임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된

3.3 자료수집과 분석

집단별로 게임이용동기요인별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았다. [표4]에서 보면 도전성취(F=5.42,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간 게임
동호회, 인디게임 개발자 모임 카페 5군데 및 성인 게
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자발적

p=.005),

오락소일(F=4.61,

p=.011),

현실도피

(F=5.31, p=.006), 교우(F=10.91, p=.000), 공격
(F=4.38, p=.014) 모두 삶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냈다.

참여로 진행하였다. 게시글을 통해 구글 온라인 설문조
사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로그인 후 참여를 통해 중복
응답을 방지하였다.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22부를 제

특히, 교우는 상, 중, 하 집단이 단계적으로 차이를 나
타난데 반해, 나머지 영역은 모두 상위 집단이 하위집
단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한 15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처리하
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

표4 게임이용동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평가영역

구 특성과 온라인 게임 이용 형태의 일반적 특성을 살

도전성취

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 삶의 만족도, 게임

구분
상

a

중
하

이용동기, 게임이용시간,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 측정

오락소일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
출하였다. 셋째,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게
임이용동기,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

현실도피

해 게임이용시간을 하루 평균시간과 일주일 이용일을
주당 이용시간으로 산출한 후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
을 실시하였다.

4.1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011*

a>b

5.31

.006**

a>b

10.91

.000***

4.38

.014*

4.07

b

3.68

하

3.68

a

3.51

b

2.92

상

3.31

a

3.72

b

2.99

c

2.44

a

상

2.80

중

2.17

상

하
공격

4.61

3.05

중

4. 결과

D
a>b

a

하
교우

Sig.
.005**

3.38

중

로 분류하여 요인 간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F
5.42

b

상
중

M
3.79

b

하

a>b>c

a>b

2.12

* p< .05 ** p< .01 *** p< .001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된 주당 총 게임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4.3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이용동기의 차이

보았다.

게임이용시간에

연구 결과 [표3] 보면,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집단 사이
에서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살펴보면, 도전성취 동기(F=3.59, p=.030), 오락소일
(F=5.92, p=.003)에서 유의미하였지만 현실도피

하루
평균

일주일
총 시간

구분

M

상

3.04

중

3.04

하

2.78

상

15.36

중

15.57

하

15.23

F

게임이용동기를

[표5]에서

동기(F=2.59, p=.079), 교우 동기, 공격동기에서는

표3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기준

따른

유의미하지 않았다.

Sig.

표5.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이용동기의 차이
.157

.855

평가영역

구분

M

F

Sig.

Duncan

도전성취

상

a

3.58

3.59

.030*

a>b

중

3.44
5.92

.003**

a>b

2.59

.079

a>b

b

3.03

a

3.95

중

3.77

하
.007

.993

오락소일

상
하

현실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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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41

a

3.26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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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교우

공격

b

4.5

3.15
2.76

상

3.19

중

3.08

하

2.70

상

2.23

중

2.40

하

2.09

1.85

.161

-

1.08

.343

일상
장애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 과몰입‧중독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주당 게임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

금단

단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6.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과몰입‧중독 수준의 차이

a

2.73

중

2.43

상
하

금단

b

1.78

a

3.01

b

2.36

상
중

c

1.69

a

2.16

하
일탈

상

중
하
내성

1.58

a

2.90

중
하
중독
전체

b

상

a

중
하

b

7.97

14.10

3.17

Sig.
.001**

.000
***

.045*

D
a>b

a>b>c

일탈

a>b

2.11

b

상

F

7.87

.001**

a>b

2.76

내성

1.91
2.80

10.43

2.43

.000
***

S

T

중독수준

M

F

상

하

a

1.35

4.0

중

하

1.80

하

하

2.08

중

중

2.15

중

상

-

차이

일상
장애

게임

사이에서

이용시간 차이

4.4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의

M

만족도와

표7. 삶의 만족도와 과몰입‧중독 수준의 사이에서 게임

* p< .05 ** p< .01 *** p< .001

구분

삶의

게임이용시간 차이

a>b

1.75

* p< .05 ** p< .01 *** p< .001

[표6]을 보면, 게임이용시간에 따른 게임 과몰입·중
독 수준은 일상장애 (F=7.97, p=.001), 금단
(F=14.10, p=.000), 일탈(F=3.17, p=.045), 내성

b

중

2.64

하

상

c

2.89

상

중

2.98

상

상

d

3.15

상

하

a

1.23

중

하

1.73

하

하

2.05

중

중

2.05

b

2.43

c

2.76

d

3.12

상

하

중

D

.000
***

a>b>c>d

6.78

.000
***

a>b>c
>d>e

3.72

.001
**

a>b>c

3.88

.000

a>b>c

2.56

하

중

Sig.

하

상

상

중

3.40

상

상

e

3.43

상

하

a

1.25

중

하

1.58

하

하

1.82

중

중

1.88

중

상

2.00

하

중

2.03

하

상

b

2.58

상

중

2.64

상

상

c

3.00

상

하

a

1.22

중

하

2.02

하

하

중

중

2.44

중

상

2.75

하

중

3.11

하

상

c

3.19

상

중

3.20

상

상

3.25

b

***

2.33

삶의 만족도와 게임 과몰입‧중독 사이에서 게임이용

(F=7.87,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 상위 집단

며, 중독전체에서는 (F=10.43, p=.000)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금단 하위영역에서는 상위,

과 게임이용시간 하위 집단의 중독점수와 삶의 만족도
하위 집단과 게임이용시간 상위 집단의 중독점수를 분

중위, 하위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일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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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0,

p=.000),

금단

(F=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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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일탈(F=3.72, p=.000), 내성(F=3.88,

차이가 나타났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23,44,45]

p=.000)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전
체에서는 (F=5.45, p=.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수록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타냈다. 특히, 금단 요인에 의해 a>b>c>d>e 차이가 구

현실적인 대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게임이용시간,
게임 과몰입‧중독에 관해 접근하는 결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게임 중독‧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참고 문헌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 시간에
따른 게임이용의 차이를 삶의 만족도, 게임이용동기,

1. 로제, &카이와. (2002). 놀이와 인간. 이상률 옮김.

게임 과몰입‧중독수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문예출판사. 37P

그 결과, 삶의 만족도는 게임이용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게임이용동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삶의

2. 안상혁. (2004). 로제 카이와 (Roger Caillois) 의
놀이론을 통한 온라인 게임 고찰.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19-126.

만족도가 게임이용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특히 교우 동기에서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족

3. 조민식. (2015). 한국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문화에 관한 Q
분석. 인문사회 21, 6(2), 1-18.

간의 갈등 및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느끼는 부정적

4. 김남선. (2001). 사회교육기관별 학습자 삶의 질

감정을 게임을 통해 소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1,12,13,14].
삶의

만족도가

게임이용동기에

영향을

영향분석-대구. 경북을 중심. 평생교육학연구, 7,
115-144.

미치고

게임이용동기는 게임 과몰입·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게임장애(IGD)의 직접적인

5. Shichman, S., &Cooper, E. (1984). Life
satisfaction

원인은 아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and

sex-role

concept. Sex

roles, 11(3-4), 227-240.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18,19,20,26].
반면 게임이용시간은 도전성취 동기와 오락소일

6. Kelly, J. R., Steinkamp, M. W., &Kelly, J. R.
(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동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교우 동기에서는 차이가

contribute?. Leisure Sciences, 9(3), 189-199.

없었다. 즉,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은 오락적,
도전적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7. Bowditch, L., Chapman, J., & Naweed, A.
(2018). Do coping strategie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scapism and negative

일반적으로 생각한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공격성 동기가 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여가로서 게임을 즐기는 오락적 동기에 가까운 것이다.

gaming outcomes in World of Warcraft
(MMORPG) play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6, 69-76.

이는 애초에 게임이 현실의 실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장소이자 도피적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선행연구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지만[21,22,26,24], 게임의

https://doi.org/10.1016/j.chb.2018.04.030

여가활동 입장에서 도전적, 오락적으로 즐기는 것 또한

8. Lee, H. R., &Jeong, E. J. (2013). A Study on the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장시간 게임을 하는 집단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인 것이다.

Festival of Digital Game (MMORPG): based on
Transitivity and Avatar. Korean Association for

게임이용시간은 게임 과몰입‧중독에 영향을 미치지만,

Visual Culture, 23, 409-459.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게임이용시간이 게임
과몰입‧중독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2018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와 같은 결과들은 게임 이용을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10. 한국콘텐츠진흥. (2019). “2018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하는 자기결정욕구가 있기 때문으로 게임을
여가생활로 즐기며 이용시간 동안 휴식과 오락성을

대학민국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30,32,41,

11. Devin J. M., Negative Affect, Wen L. A.,

42,43]. 이에 부정적 감정 소진이 필요한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장시간 게임이용을 하는 집단에서

Internet Gaming Disorder: Exploring the

(2019). Loredana M., Life Satisfaction, and

- 107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Mediating

the

20. Männikkö, N., Billieux, J., Nordström, T.,

Moderating Effect of Passion. World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6(1), 45-65.

Koivisto, K., &Kääriäinen, M. (2017).
Problematic gaming behaviour in Finnish

12. Billieux, J., Thorens, G., Khazaal, Y., Zullino,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relation to

D.,

&

Effect

Achab,

of

S.

Coping

(2015).

and

game genres, gaming motives and selfawareness of problematic use. International

Problematic

involvement in online games: A cluster
analytic approach.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Journal

Health

and

21. Ko, C. H., Yen, J. Y., Chen, C. C., Chen, S. H.,
&Yen, C. F. (2005). Gender differences and

13. Billieux, J., Thorens, G., Khazaal, Y., Zullino,
D., & Achab, S. (2015). Problematic

related

factors

affecting

online

gaming

addiction among Taiwanese adolesc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involvement in online games: A cluster
analytic approach.

disease, 193(4), 273-277.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242-250.
https://doi.org/10.1016/j.chb.2014.10.055

22. Kuss, D. J., &Griffiths, M. D. (2012). Internet
gaming addiction: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14. 김근영, &장근영. (2007). 청소년기 인터넷 및
게임 의존도와 우울감 간의 관계: 또래관계의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0(2), 278-296.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23. Hagström, D., &Kaldo, V. (2014). Escapism
among players of MMORPGs—conceptual
clarification,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15. King, D. L., Haagsma, M. C., Delfabbro, P. H.,
Gradisar, M., & Griffiths, M. (2013). Toward

factors,

aconsensus definition of pathological videogaming: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metric
assessment tools. Clinical Psychology Review,

and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Cyberpsychology, Behavior,
Social Networking, 17(1), 19-25.

and

24. Yee, N. (2006). Motivations for play in online

33(3), 331-342.

games. CyberPsychology&behavior, 9(6),

16. Petry, N. M., & O’Brien, C. P. (2013). Internet
gaming disorder and the DSM-5. Addiction,
108(7),

Mental

Addiction, 15(2), 324-338.

242-250.

https://doi.org/10.1016/j.chb.2014.10.055

매개효과를
217-243.

of

772-775.
25. Lemmens, J. S., Valkenburg, P. M., &Peter, J.
(2011).
Psychosocial
causes
and

1186-1187.

https://doi.org/10.1111/add.12162

consequences

17. Petry, N. M., Zajac, K., & Ginley, M. K. (2018).
Behavioral Addictions as Mental Disorders: To

of

gaming. Computers
behavior, 27(1), 144-152.

Be or Not To Be? Annual Review of Clinical

pathological
in

human

26. Mills, D. J., Li, W., &Marchica, L. (2019).

Psychology,
14(1),
399-423.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

Original

Paper

Nega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and

032816-045120
18. Lemmens, J. S., Valkenburg, P. M., &Peter, J.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on. World, 6(1).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ame addiction scale for adolescents. Media

27. Gurp, F. V. (2017). The influence of game
genre and life satisfaction on Internet Gaming
Disorder among Dutch adolescents: A three-

psychology, 12(1), 77-95.
19. Pawlikowski, M., Nader, I. W., Burger, C.,

year longitudinal study (Master's thesis).

Stieger, S., &Brand, M. (2014). Pathological
Internet use–It is a multidimensional and not

28. Trepte, S., Reinecke, L., & Juechems, K.
(2012). The social side of gaming: How
playing online computer games creates online

a unidimensional construct. Addiction
Research &Theory, 22(2), 166-175.

- 108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and offline social support. Computers in

39. Griffiths, M. D. (2005). A components model

Human behavior, 28(3), 832-839.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 Subst. Use 10, 191–197.

29. Hussain, Z. & Griffiths, M.D. (2014). A
qualitative analysis of online gaming: Social

https://doi: 10.1080/14659890500114359

interaction, community and game design.

40.Sprong, M. E., Griffiths, M. D., Lloyd, D. P.,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Behavior,
Psychology and Learning, 4(2), 42-58.

Paul, E., & Buono, F. D. (2019). Comparison of
the Video Game Functional AssessmentRevised (VGFA-R) and Internet Gaming

30. Lee, H. R., & Jeong, E. J. (2017). Therapeutic
role of player self-efficacy in online gaming.

Disorde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45(9), 1475-1484.

psychology, 10.

an

Test

(IGD-20).

Frontiers

in

31. Boyle, E., Connolly, T. M., & Hainey, T. The

41. Trepte, S., & Reinecke, L. (Eds.). (2011).
Privacy online: Perspectives on privacy and

role of psychology in understanding the

self-disclosure in the social web. Springer

impact of computer games. Entertainment
Computing, 2(2), 69-74. 2011

Science & Business Media.
42.Hussain, Z., & Griffiths, M. D. (2009). The
attitudes, feelings, and experiences of online

32. Tone, H. J., Zhao, H. R., &Yan, W. S. (2014).
The attraction of online games: An important

gamers: a qualitative analysis.

factor for internet addi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321-327.

CyberPsychology & Behavior, 12(6), 747-753.
43. Boyle, E., Connolly, T. M., &Hainey, T. (2011).

33. Chang, C. C. (2013). Examining users′

The role of psychology i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mputer games. Entertainment

intention to continue using social network
games: A flow experience perspective.

Computing, 2(2), 69-74.

Telematics and Informatics, 30(4), 311-321.

44. Trepte,

34. Agyar, E. (2013). Life satisfaction,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and self-esteem: The case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Procedia-Social
Sciences, 93, 2186-2193.

and

and

sport

Behavioral

Cyberpsychology,

Internet

and

Social

기질과

gaming

disorder. Journal

of

46. Van Rooij, A. J., Ferguson, C. J., Colder
Carras, M., Kardefelt-Winther, D., Shi, J.,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Aarseth, E., ... &Deleuze, J. (2018). A
weakscientific basis for gaming disorder: Let
us err on the side of caution. Journal of behavioral

게임

이용동기가 게임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addictions, 7(1), 1-9.
47. Billieux, J., Blaszczynski, A., Colder-Carras,

38.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한국형
자가진단

Behavior,

behavioral addictions, 7(1), 44-51.

36.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 (MHC-SF) 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중독

The

45. Lukavská, K. (2018). The immediate and
long-term effects of time perspective on

https://doi.org/10.21767/2471-9633-c1-002

인터넷

(2011).

Networking, 14(9), 555-557.

time Insights in Neurosurgery, 02(01),

청소년의

L.

performance and game enjoyment.

Do not get me wrong, I need just self-healing

(2014).

&Reinecke,

pleasures of success: Game-related efficacy
experiences as a mediator between player

35. Lee H. L., Jeong, E. J, Young., K. Y., (2017),

37. 이윤희.

S.,

M., Edman, J., Heeren, A., Kardefelt-Winther,
D., ... &Van Rooij, A. J. (2017). Behavioral

척도(K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Addiction:

open

definition

development. Open Science Framework.

- 10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48. James, R. J., &Tunney, R. J. (2017). The

debate

paper

on

the

World

Health

relationship between gaming disorder and
addiction requires a behavioral analysis:

Organization ICD-11 Gaming Disorder
proposal. Journal
of
Behavioral

Commentary on: Scholars’ open debate paper

Addictions, 6(3), 267-270.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CD-11
Gaming Disorder proposal (Aarseth et

50. Higuchi, S., Nakayama, H., Mihara, S.,
Maezono, M., Kitayuguchi, T., & Hashimoto,
T. (2017). Inclusion of gaming disorder criteria

al.).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6(3),
306-309.

in ICD-11: A clinical perspective in favor.

49. Aarseth, E., Bean, A. M., Boonen, H., Colder
Carras, M., Coulson, M., Das, D., ...

Journal of
293∼295

Behavioral

Addictions,

6(3),

&Haagsma, M. C. (2017). Scholars’ open

- 11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스마트폰 사용 기반 충동성 패턴 파악 및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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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졌다.

요약문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사람들의 자기 관리
능력을 방해하여 주의의 전환 또는 반응 측면에서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건, 경험 및
대화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라는 신조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충동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사용을 기반으로 충동성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충동성 여부 및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예측
모델을 통해 충동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 예방에 도움이 되는 notification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델 구축 결과
충동성 여부 예측 모델의 경우 86% (f1-score),
충동성 정도 예측 모델의 경우 85% (f1-score)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기반
학생들의 충동성 패턴 파악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있다[1,12]. Böhmer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침에 뉴스 앱을, 밤에는 게임 앱을,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에 SNS 앱을 사용한다[4].
심지어 사람들은 그들의 스마트폰을 베개 밑, 침대
옆 탁자에 두고 잠을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7].
또한 스마트폰의 알림이 조명, 소리, 진동으로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내/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이는 사람의 인지적 기능(집중-attention, 기억-

주제어

memory, 만족의 지연-delay of gratification)에도
영향을 끼친다[18].

스마트폰, 충동성, 분류 예측 모델링

1. 서 론

선행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사람의 인지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왔다. 그 예로
스마트폰 사용이 사람들의 주 업무에 영향을 주어
업무를 끝내는 시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4 배 이상 소요되어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집중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한
연구와, 스마트폰 미디어를 많이 사용 하는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사회, 생활, 날씨, 교육, 게임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Statista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수는 2019 년 기준 280 만 개를 기록했다 1 .
이처럼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게 수많은 앱이

사람일수록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다
[7,13].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부적절한 사용이
일상생활의 자기 관리 능력(e.g., 집중, 시간관리,

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6210/nu
mber-of-available-applications-in-thegoogle-play-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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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폰 기반 충동성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충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인지적 기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던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이 실제 스마트폰 사용
기록이 아닌 자가 보고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하였다[3, 6, 7, 13, 15,
18]. 하지만 자가 보고를 통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측정은 사람들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끼쳐 인지적
기능에 대한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17].

l
l

2. 사용자 스터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자 스터디를
디자인 및 수행하였다. <그림 1>은 사용자 스터디의
전반적인 과정과 연구 기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2.1 연구 대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스마트폰 사용
로그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인지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시험 기간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로그를 활용하여 시험기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3,6,15]. 또한 Generation C (Connected)라
불리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경우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대에 성장하여 스마트폰
사용이 많고, 그에 따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여러 인지적 과정 중 ‘충동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즉각적
만족과 이후의 보상 사이에서 현재의 즉각적 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충동적 행동임을 설명하는 ‘지연
할인(delay- discounting)’[8]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시험기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현재의 즉각적
만족을 선택하는
측정하였다.

것으로

해석하여

스마트폰 로그 기반 학생들의 ‘충동성’ 측정
가능성 분석
충동성 여부 및 충동성 정도 예측을 통한
학생들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방지
Notification 디자인 요소 도출

학생들의 실제 스마트폰 사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충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수집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여 아주대학교 학생 28 명과
카이스트 학생 85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아주대학교 스터디는 약 3 주(12/312/26, 2018) 동안 진행되었으며 카이스트
스터디는 약 4 달 (9/10-12/17, 2017) 동안
진행되었다.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우리는 스마트폰
로그 데이터(위치, 움직임, 스마트폰 사용, 스크린
on/off, 시간)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제공한 앱을 설치하고
평소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전체 사용자 스터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용자 스터디 참가에 동의하였으며, 사용자
스터디는 IRB 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2.2 데이터 수집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타입은 크게
움직임, 위치, 앱 사용, 스크린 on/off, 시간으로

충동성을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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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험 시작 날짜 기준 3, 7, 10 일 전의 학생들의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 𝑘 값, AUC 값(충동성 지표) 추세
(위에서부터 3 일, 7 일, 10 일 의 추세. 왼쪽부터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 𝑘 값, AUC 값의 추세를 나타냄)

움직임 데이터의 경우 Google Fit API2 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이 바뀔 때마다 해당 움직임의
종류를 수집하였다(e.g., 걷기, 뛰기, 차량 이동 중,
움직임 없음). 위치의 경우 GPS 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스마트폰 앱 사용은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앱의 이름과 사용한 시간을
수집하였다. 스크린 on/off 는 사용자가 스크린을
키거나 끌 때마다 그 시간과 스크린 on/off 여부를
수집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폰 로그 수집
앱은 위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 후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할인을 통한 충동적 행동 측정이 가능함이
밝혀졌다[2, 5, 6, 19]. 따라서 본 연구는 시험기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미래의 시험에 대한
보상이 아닌 현재의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기반으로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이 때 지연 할인과 관련한
여러 모델 중 행동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에 더
적합한 쌍곡선 할인 모형을 선택하였다[11]. 쌍곡선
할인 모형은 다음의 식과 같다.

3. QUANTITATIVE ANALYSIS

통일), 𝐷 는 지연된 정도(시험까지 남은 일 수)
값을 사용하여 𝑘 값(충동성을 나타내는 지연 할인
값)을 측정하였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앱
사용 시작 시간과 앱 사용 종료 시간을 통해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계산하였고, 카이스트
학생들의 경우 앱 사용 종료 시간이 수집되지 않아,
앱 사용 시작 시간과 스크린 on/off 시간을 통해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
학생들의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𝑘 값(지연 할인 값)이 클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𝑌 = 𝐴/(1 + 𝑘𝐷)
본 연구는 𝑌 값으로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규화 한 값을, 𝐴는 시험에 대한 보상의 크기(1 로

수집된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충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3.1 충동성 측정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제 스마트폰
사용 기반 학생들의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지연 할인(delay-discounting)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충동성을 측정하였다[8]. 이 때 현재의
작은 보상과 지연된 미래의 더 큰 보상 사이에서
현재의 즉각적인 작은 보상을 선택하는 것을 delay
discounting (지연 할인) 이라고 한다. 지연 할인은
충동성을
설명할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연
2

https://developers.google.com/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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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동성을 나타내는 지연 할인 값을 측정함에
있어 Richards et al. (1999)이 개발한 AUC (Area
Under the Curve) 방식도 사용하였다[15]. AUC
값은 정규화된 일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값을
y 축으로 하고 x 축을 정규화된 delay (delay/total
delay)로 하는 그래프에서의 단위 당 면적을
의미하며 x 축과 y 축이 모두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AUC 값이 0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3, 6, 7, 13, 15,
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별 스마트폰 사용 기반
학생들의 충동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이 보이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와
충동성이 높은 날과 낮은 날의 차이를 통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학생들이 충동성을 보일지,
또는 학생들의 충동성이 높을지를 예측하여
학생들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충동적

가까울수록 충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도출하고자 하였다.

충동성이 나타나는 기간

notification

디자인을

표 1. 학생들의 시험 3, 7, 10 일 전과 시험 직전 날의
충동성 비교

일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충동성을
측정할 때에, 시험기간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충동성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3 일전,
7 일전, 10 일전의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아주대

아주대학교

3일

7일

10 일

t (53)

2.05

4.42

2.53

p

0.04*

0.001**

0.01*

t (53)

3.2

7.28

7.41

p

0.001*

0.001**

0.001**

카이스트 중간고사

3일

7일

10 일

t (161)

5.15

8.30

9.17

p

0.001**

0.001**

0.001**

t (161)

5.59

10.13

10.44

p

0.001**

0.001**

0.001**

카이스트 기말고사

3일

7일

10 일

t (165)

3.17

8.55

8.67

p

0.002*

0.001**

0.001**

t (165)

6.80

12.85

14.40

p

0.001**

0.001**

0.001**

k

학생들의 경우 사용자 스터디 중 한번의 시험이
있었고, 카이스트 학생들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 번의 시험이 있었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충동성 측정 결과 <그림 2>와 같이 3 일, 7 일, 10 일
에서 모두 시험 시작 날짜가 가까워질수록(delay
값이 작을수록) 충동성을 나타내는 𝑘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AUC 값이 모두 0 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아주대 학생들의 경우 delay 값이 3 에서 6
사이일 때 충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날짜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UC

k

AUC

보다 명확한 충동성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에서 ttest 를 진행한 것과 같이 시험 직전 날의 충동성과
3 일 전, 7 일 전, 10 일 전의 충동성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5, 9]. 그 결과 <표 1>과
같이 3 일전, 7 일전, 10 일 전 모두 시험 직전 날의
충동성과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또한 7 일과
10 일전의 AUC 값과 시험 직전 날의 AUC 값을
비교했을 때의 t-test 값이 3 일 전의 충동성과 시험
직전 날을 비교했을 때보다 높게 나왔다. 7 일과
10 일의 t-test 값을 비교했을 때에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더 적은 날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 직전 7 일을 학생들의
충동성이 나타나는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k

AUC

(*: p < 0.05, **: p < 0.001)

4.1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 선택
충동성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예측

모델을

구현하기에 앞서 보다 정확한 notification 디자인
을 위해 실시간 스마트폰 사용 기반의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간 위치, 움직임,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분 단위로 준비하였다.
- 움직임: Google Fit API 를 통해 측정한 사용자의
움직임(e.g., 걷기, 뛰기, 움직임 없음)을 분

4. MODELING
앞서 우리는 학생들의 일별 스마트폰 사용량을
기반으로 충동성을 측정하여 시험 기간 시작 전
충동성이 나타나는 기간을 정의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충동성과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
충동성과 성격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그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단위로 매핑하였다.
- 위치: 수집된 모든 학생들의 GPS 데이터(위도,
경도)를 통해 학교의 위치를 군집 0 으로 설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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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위치에
대해
Gaussian
Mixture
Model(GMM)[14]를 사용하여 총 5 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그 후 분 단위로 학생들을 군집에
매핑하였다. 또한 같은 군집일지라도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그 군집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위치에서 각 학생들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 스마트폰 사용: 수집된 학생들의 앱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앱들의
카테고리 데이터를 수집 후 21 개의 카테고리(e.g.,
Communication, Education, Entertainment,
Health & Fitness)로 그룹화하였다. 그 후 각 앱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분 단위로 매핑하였다.

그림 3. 충동성 여부 예측 모델 성능 (f1-score)

- 시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시간대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앱의 종류가 다름을 알 수
있다[4].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 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하루를
6 시간 단위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위와 같이 움직임, 위치,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데이터 외에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징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각 학생들의 ID 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분 단위로 학생들의 ID, 움직임, 위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매핑했을 때 모두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SVM, Random Forest, AdaBoost 를 분류 모델로
사용하였다.

그림 4. 충동성 정도 예측 모델 성능 (f1-score)

일상 생활을 비교하는 3 가지의 binary 분류 모델을
구축 후 5-fold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4.3 충동성 level 예측
두번째로, 각 학생들의 일별 충동성 정도의 값(k)을
모두 고려하여 충동성이 높은 날과 낮은 날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일별 k 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의 충동성을
보인 날을 충동성이 높은 날, 평균 미만의 충동성을
보인 날을 충동성이 낮은 날로 구분하여 binary

4.2 충동성 여부 예측
첫번째로 학생들이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의 차이를 통해 이후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모든
날짜를 충동적 행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labeling 하여 분류 모델에 사용하였다 (괄호는

- Low: 낮은 충동성을 보인 날(50.1%)

데이터 비율을 나타낸다).

5. 결과

-

None: 시험 기간과 관련 없는 데이터(66.2%)

-

Hyperbolic: 시험 기간과 관련된, 충동적 사용

분류 모델 구축 후 5-fold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 High: 높은 충동성을 보인 날(49.9%)

첫 번째로, 충동성 여부 예측 분류 모델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분류 모델 예측 결과 충동적
행동을 보인 기간과 시험과 관련 없는 기간을
비교하는 모델에서 86%(f1-score)의 가장 높은

패턴이 나타나는 기간의 데이터(14.9%)
-

Exam: 시험 기간(9.8%)

-

After: 시험 이후의 기간(9.1%)

성능을 보였다.
두 번째로, 충동성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binary
모델 결과 <그림 4>와 같이 85%(f1-score)를 보여
충동성의 여부 뿐만 아니라 충동성의 높고 낮음
또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labels 을 통해 충동성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1) 충동적 패턴을 보인 기간과 시험기간,
(2) 충동적 패턴을 보인 기간과 시험 이후의 기간,
(3) 충동적 패턴을 보인 기간과 시험과 관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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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chley, P., & Warden, A. (2012). The need of young adults
to text now: Using delay discounting to assess informational

6. 결론

choice.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1(4).

본 연구는 두 학교의 학생들의 실제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서
충동성이
나타나는지,
스마트폰
사용만으로 학생들의 충동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험이라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3 일 전, 7 일 전, 10 일 전의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 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기반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 구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만으로 미리 학생들의 충동성
여부 및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시험기간 전 3,7,10 일에서 모두
충동성을 보였으며 7 일과 10 일에서 보다 큰
충동성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만으로
학생들의 충동성 여부 및 충동성 정도를 86%(f1score)의 정확도로 예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스마트폰 사용만으로도 학생들의
충동성을 파악 및 예측 가능하며, 예측을 통해
학생들의 충동성을 미리 파악한다면 학생들의 주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알려주는 notification 디자인의

3. Beland, L., & Murphy, R. J. (2014). Ill Communication: Mobile
Phones & Student Performance.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4. Böhmer, M., Hecht, B., Schöning, J., Krüger, A., & Bauer, G.
(2011). Falling asleep with Angry Birds, Facebook, and Kindle:
a large-scale study on mobile application usage. In Proc.
MobileHCI, ACM.
5. Howell, A. J., Watson, D. C., Powell, R. A., & Buro, K. (2006).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pattern and correlates of
behavioural postponement.
Differences, 40(8).

Personality

and

Individual

6. Junco, R., & Cotten, S. R. (2012). No A 4 U: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tasking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 Education, 59(2).
7. Leiva, L., Böhmer, M., Gehring, S., & Krüger, A. (2012,
September). Back to the app: the costs of mobile application
interruptions. In Proc. MobileHCI. ACM.
8. Madden, G. J., & Bickel, W. K. (2010). Impulsivity: The
behavioral and neurological science of discounting (pp. xvi45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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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ston Globe.
11. Myerson, J., Green, L., & Warusawitharana, M. (2001). Area
under the curve as a measure of discounting. Journal of the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 76(2).

본 연구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충동성은 당일의 행동 패턴 뿐만 아니라 이전
날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LSTM 모델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충동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기반 충동성 예측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그들의 충동성 정도를 알려주는
notification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디자인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Przybylski, A. K., Murayama, K., DeHaan, C. R., & Gladwell, V.
(2013). Motivational, emotion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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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alph, B. C., Thomson, D. R., Cheyne, J. A., & Smile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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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나타내는 변인을 추출한 후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K 대학의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에 저장된 학생 809 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수집된 LMS 데이터로부터 12 개의
자기조절 관련 학습 행동 변인을 4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자기조절학습 관련 행동
특성 변인이 온라인 학업성취도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2 주
온라인 학습 과정 중 제공되었던 모든 e-book 의 학습
여부를 나타내는 ‘4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이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e-book 의 학습
횟수보다 학습 참여 일 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력 조절과 관련된 변인이 상위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며, 메타 인지와 관련된 변인 중에는 반복

진행하는 비율,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 등과 같이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1].
최근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습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이라고 하며, 학습분석은 학습자 및 학습 행동
모델링, 학습 성과 및 중도 탈락 예측, 평가 및 피드백
개선, 학습자원 추천 등에 적용되고 있다[2]. 학습분석
접근은 ‘블랙 박스(black box)’였던 온라인학습시스템
내에서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3]. 특히 학습분석은 학습자의 인식이나
회상에

기반한

자기

보고식

설문(self-reported

survey)과 달리 학습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학습 행태를
이해하고, 나아가 학습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학습
행동의 특성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학습분석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로부터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학습과 복습 횟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주제어
온라인학습환경,

나타내는 변인을 추출한 후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자기조절학습,

학습분석,

랜덤

있어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레스트

2. 선행연구
1. 서 론

2.1 온라인학습환경과 자기조절학습

온라인학습환경이 다양한 교육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조절학습은

활용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

학습과정에 전략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4,5], 온라인학습환경은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마우스 클릭 및 키 입력과 같은 클릭 스트림(click stream)
데이터는 학습자료 및 활동에 접근하는 순서, 학습을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보다 높은 학습 수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6]. 따라서 온라인 학습의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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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얼마나

자율적,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7]. 예컨대, 온라인학습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정기적으로 공지사항과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자기조절에 실패한 학습자는
전형적으로 학습을 미루는 특성(procrastination)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중도탈락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8,9,10]. 특히, 전자교재(etextbooks) 기반의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11,12]. 실제로
학생들은 전자교재 기반 온라인 학습 환경이 자신의

시도 횟수, 콘텐츠 폴더 및 파일 조회 수, 작성된 메시지
수 등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학습분석을 위해서는 누적된 학습행동 데이터로부터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바[16],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행동특성을 드러내며 학습결과를 잘 예측하는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왔다.

3. 방법
3.1 연구대상 및 맥락

학습 일정 및 속도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본 연구는 K 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13].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총 809 명의 초, 중, 고등학교

Broadbent 와 Poon(2015)은 메타분석을 통해 온라인

학생(남: 650, 여: 159)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은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C, Python,

학습에서 학습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은 메타인지(metacognition),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노력 조절(effort regul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라고 보고하였다[14].
최근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 도구가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자기조절학습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탐색하고 학습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있다[10,15].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스트래치, 앱 인벤터, 알고리즘 과목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며, 각각의 온라인 학습 과정은 총
12 주동안 운영되었다. 각 과정은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사전에
수립된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주차별로 학습해야
할

전자교재(그림

1)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개념과 원리,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학습한 후,
학습 내용을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 및 도전과제를
수행하며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전자교재를 뛰어넘거나,

2.2 학습분석 접근

어려운 부분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등 자신의 학습을

학습분석은 2011 년 도입된 개념으로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 및
학습자의 맥락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p. 32)”이다[16]. 학습분석은 온라인
교육의 확산과 함께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데,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매 차시 별로 제공된
도전 과제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와 최종 프로젝트 수행 점수를
합산하여 온라인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었다.

연구자들은 학습분석을 통해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학습결과와 관련이 있는 학습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학습자가 동영상 시청, 학습 콘텐츠
탐색, 과제 및 퀴즈 제출 등과 관련된 학습 행태를
분석하고, 학습 행태에 따라 성적, 만족도와 같은 학습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수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학습
행태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등을 연구하였다[17,18].
이러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수행 시간, 온라인 수업
엑세스 횟수, 동영상 강의 시청 시간, 수업자료 다운로드
여부, 과제를 읽은 횟수, 과제를 제출한 횟수, 과제 수행

그림 1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전자교재(e-book)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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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수집 절차 및 연구 데이터

2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제공된 e-book 중
2 분기의 학습 완료 비율

2019 년 3 월 25 일부터 2019 년 6 월 16 일까지 (12 주)
K 대학의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에 수집된

3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제공된 e-book 중
3 분기의 학습 완료 비율

학생들의 활동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온라인 교육이

4 분기 e-book

제공된 e-book 중

운영되는 동안 학생들은 전자교재 학습이나 게시판 글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본 데이터에는 이러한

학습 완료 비율

4 분기의 학습 완료 비율

주중 학습 참여
비율

전체 e-book 학습 횟수 중
주중 학습 참여 비율

학습 규칙성

학습 참여 일자의 분산

건너뛰기 횟수

이어지는 다음 e-book
학습을 건너뛴 횟수

복습횟수

이전에 학습한 e-book 을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운영된

시간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행동(예: 전자교재 접속, 과제

관리

제출, 게시판 글 작성 등)이 기록되어 그들의 학습
과정과 함께 자기조절 관련 행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메타

수집된 LMS 데이터로부터 <표 1>과 같이 12 개의
자기조절 관련 학습 행동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인지

학습한 횟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들을 4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노력 조절(effort regulation)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조절하는
것으로[14,20],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e-book 학습

도움
요청

횟수를 기반으로 6 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시간

반복학습 횟수

방금 학습한 e-book 을 다시
학습한 횟수

도움요청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횟수

관리(time management)는 학습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21,22], 온라인
3.3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학습자가 주중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습의 주기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나타내는 2 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온라인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기

과정을

위해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분류 및 회귀 문제 모두에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과정을 통제하는 상위 수준의 인지를 의미한다[22]. 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학습(supervised machine learning)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자신의

학습

카테고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콘텐츠로 제공된 일련의

알고리즘으로, 무작위성(random) 포함하는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통해 숲(forest)처럼 많은

e-book 을 학습한 패턴(건너뛰기, 복습, 반복학습)을
나타내는 3 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의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생성하고, 이들의

도움요청(help seeking)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 중

조합을 통해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 방법이다.
다수의 결정 트리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결정 트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21], 본 연구에서는

가진 성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높은 정확도와

학습자가 Q&A 게시판에 도움 요청글을 올린 횟수를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23]. 본 연구에서는 최종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해 500 개의 결정 트리가

나타내는 1 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사용되었으며, 각 결정트리마다 사용되는 변인의 수를
3 개(√12)로 제한하여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이 최종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807 개의 샘플

표 1. 자기조절관련 학습 행동 변인
카테

변인명

중 80%를 훈련데이터(training data)활용하여 예측
정의

고리

모델을
구축하였고,
나머지
20%의
샘플을
시험데이터(test data)로 활용하여 최종 예측 모델의

노력

총 학습 횟수

전체 e-book 학습 횟수

성능을 평가하였다. 모델 평가 지표는 R2 가 활용되었다.

조절

총 학습 일수

전체 e-book 학습 일 수

1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제공된 e-book 중
1 분기의 학습 완료 비율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의 또 다른 특징은 모델에
투입된 각 변인이 모델의 예측력, 즉 성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feature importance’라는 중요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치를
활용하여 어떤 자기조절학습 관련 행동 특성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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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업성취도 예측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의 온라인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기조절관련 학습 행동을 파악하고자,

4. 결과

지도학습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모델을

<표 1>의 변인을 기반으로 도출된 온라인 학업성취도
예측 모델의 성능(R2)은 .602 로 확인되었다. 이 예측
모델에 투입된 각 변인의 중요도는 <표 2>와 같이
파악되었다. 12 개의 변인 중 ‘4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238). 다음으로 ‘총
학습 일수’와 ‘총 학습 횟수’가 각각 .176 과 .128 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3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의
중요도가 .097 로 그 다음 순위에 나타났다. 상위 4 개의
중요도 변인이 모두 노력 조절 카테고리에 해당하였으며,
이어서

5. 논의 및 결론

시간

관리

카테고리의

변인인

구축하고, 이 모델을 활용하여 입력 변인의 중요도를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12 주 온라인 학습 과정 중 제공되었던 모든 ebook 의 학습 여부를 나타내는 ‘4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이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제시된 학습 콘텐츠를 과정 전반에 걸쳐서 성실히
수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학업성취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

‘학습

또한, e-book 의 학습 횟수보다 학습 참여 일 수가 더

규칙성’이 .088 의 중요도로 그 다음을 순위를 이었다.
다음으로 ‘2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이 .074 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학습의 양을
늘리는 소위 ‘벼락치기’가 여러 날짜에 걸쳐 꾸준히

중요도를 보였으며, 메타 인지 카테고리의 반복학습

학습하는

횟수와 복습 횟수가 각각 .055 와 .046 으로 이어지는
순위에 나타났다. ‘주중 학습 참여 비율’과 ‘건너뛰기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4,21].

횟수’는 서로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031)를 보였으며,
‘도움요청 횟수’ 변인과 ‘1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은 각각 .024 와 .014 로 가장 낮은 순위의 중요도를
보였다.

것에

비해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력 조절과 관련된 변인이 상위 중요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학습 완료 비율의 경우 교육과정 전반기 보다
후반기에 해당하는 변인이 더 높은 중요도를 보여
온라인 교육과정 후반부에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학업성취도를 결정짓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8,9,10]. 이는 1 분기의 학습 완료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표 2. 자기조절 관련 행동 특성 변인의 중요도
순위

변인명

중요도

주목할만하다.

1

4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238

학습 규칙성 또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여 학업 성취도 예측 모델에서 빼놓을 수 없는

2

총 학습 일수

.176

자기조절관련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

총 학습 횟수

.128

4

3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097

메타 인지와 관련된 변인 중에는 반복학습과 복습이
뛰어넘기 행동에 비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18,19].

5

학습 규칙성

.088

제시되면서 뛰어넘기 행동에 비해 반복학습과 복습이 더

6

2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074

7

반복학습 횟수

.055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맥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8

복습횟수

.046

9

주중 학습 참여 비율

.031

온라인 성취도 예측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습의 정도나 양을 직접적으로

10

건너뛰기 횟수

.031

나타내는 변인이 여타 학습 패턴을 나타내는 변인들에

11

도움요청 횟수

.024

비해 상대적으로 성취도 예측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1 분기 e-book 학습 완료 비율

.014

이는 학습 콘텐츠인 e-book 이 주차 별로 순차적으로

주중 학습 비율과 도움 요청을 위한 게시판 활동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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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뉴스를 읽는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기사 형식으로 작성-전파되는 허위정보도
증가하여, 이에 의한 명예훼손, 재산편취, 정치적 피해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문, 주장, 혐의보도,
탐사보도, 해설기사와 같은 미확인정보는 발화-보도
당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위정보와는 구분되나, 역시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독자의 미독/오독으로 인해 미확인정보가
기정사실로 오인되는 경우도 예상가능하므로 대응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확인정보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대응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UI 로 개발하는
연구의 첫 단계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F/O View 와
발화의 주체를 명시하는 Speaker View 를 제안하여
사용자의 직관적 정보 성격 파악을 돕고자 한다.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기사
형식의 미확인정보를 읽는 맥락에서 사실-주장의
구분을 독려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목표로,
먼저 미확인정보의 유형을 5 가지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한다.

표 1. 허위정보와 미확인정보의 유형과 대응전략
구분

분류

발화 주체

허위정보

허위정보

불명

CLINTON
출처가 불분명함 명시
ARMED ISIS[5]

허위/
미확인

소문

불명

한반도 4 월
전쟁설[6]

소문과 사실 구분

허위/
미확인

주장

개인/기관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발언[7]

주장과 사실 구분

혐의

수사기관

정경심 구속영장 혐의와 사실 구분
청구[8]
확정되지 않은 혐의임을 명시

주제어
미확인
정보

미확인 뉴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실-주장 시각화, 발화주체 시각화

탐사보도

해설기사/
의견

사례

대응 전략

출처가 불분명함 명시

검증되지 않은 주장임을 명시

개인/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혐의와 사실 구분
언론사
[9]
확정되지 않은 혐의임을 명시
기자/
언론사

문 대통령
홀대론[10]

사실과 의견 구분
발화 주체 중 익명 발언 구분

1. 서 론
한국인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스마트폰 57%과 컴퓨터
31%를 사용하여 검색 및 뉴스 수집 서비스 76%, 소셜
미디어 9%에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모바일
기기에서의 뉴스 소비는 사용자가 (1)허위정보와 (2)
미확인정보를 사실로 수용하고 SNS 로 전파하는 가짜
뉴스 문제를 야기한다. 허위정보와 미확인정보는 발화보도 시점에서의 허위 인지여부로 구분된다(표 1).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허위정보의 보도를
논한 반면, 미확인정보의 보도와 독자의 미독/오독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허위정보 역시 대응책이 필요한데,
다수 독자들의 불완전한 사실-주장 구분 능력[2]으로
인해 독자가 주장을 기정사실로 오인하는 경우,
헤드라인만 읽거나 [3] 본문을 흩어보는 경우 [4] 뉴스

2. 문헌 고찰
허위정보와 미확인정보에 대한 기존 대응책들은
사전예방, 뉴스 소비과정에서의 대응, 사후대응 용도로
구분된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가능하나 전국민 대상의 주기적/반복적 교육 비용의
부담이 있고, 사후 대응으로 명예훼손형, 재산편취형,
선거목적형 허위정보의 법적 처벌이 가능하나[11],
소송진행을 위한 피해자 측 수고와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 피해 복구의 어려움이 한계이다.
뉴스 소비과정에서의 대응책에는 2016 년 도입된
Facebook 의 Disputed tag 가 있는데,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을 외부기관 검증 후, 허위로 판명되면 Disputed
tag 를 부착하여, tag 가 붙은 기사가 뉴스피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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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아 노출-공유되는 빈도를 줄이려 의도하였으나,
Smith, Jackson, Raj[12]는 tag 가 붙은 기사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파악이 어렵고, 2 개의
팩트체크 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Tag 가 부착되지 않은 뉴스를
진실이라고 믿는 implied truth 효과[13]도 관찰되었다.
Clayton et al. [13]은 Rated false tag 와 Disputed tag 가
붙은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된 정확도
(perceived accuracy) 를 비교하여, Rated false 가
Disputed 보다 인지된 정확도를 낮추는 효과가 다소
높음을 밝혔다. 2017 년 Facebook 은 tag 대신 기사
하단에 팩트체커에 의해 검증된 기사 포함, 관련 기사를
보여주는 Related Articles 라는 새로운 대응책을
출시하였고, 2019 년에는 창간일, 매체 성격 등 언론사
정보를 제공하는 Context Button 을 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과정 대응책의 하나로,
허위정보보다 개념적인 범위가 넓은 미확인 정보에 대해,
기사 외부에 달린 tag 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부분에 직접
flag 하는 대응책을 제안하여 Disputed tag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3. 미확인정보 유형의 세분화
미확인정보는 기사 작성 시점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문의 보도, 확인이 필요한 개인/기관
주장의 보도,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혐의내용의 보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탐사보도, 언론사의
주관적 해석/의견을 담은 해설기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화 주체에 따라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소문은 발화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이며, 한반도 4 월 전쟁설[6]과 같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거나 진위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주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발언
[7]의 경우처럼 발화 주체가 뚜렷하나 소문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주장의
주체가 수사기관인 경우 혐의보도, 언론사인 경우
탐사보도가 되며,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와 재판에
의한 사법적 결론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장의 내용이 언론사의 관점인 경우 사건이 벌어진
원인 등을 분석하는 해설기사가 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독자가 사실과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실험에서는 피험자 중 26%만 사실문장을, 35%만
의견문장을 모두 정확히 구분하여 사실과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다수의 성인이 존재함이 밝혀져, 뉴스
기사 중 혐의, 해석, 탐사보도, 해설기사 내용을
오독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4. F/O VIEW 와 SPEAKER VIEW
위에 설명된 유형의 미확인정보를 독자가 비판적
시각으로 읽도록 독려하기 위해 (1) 사실과
소문/주장/혐의/해설을 구분하는 전략이 적용된 F/O
View 와, (2) 익명 포함, 발화 주체를 명시하는 전략이
적용된 Speaker View 를 제안하였다. 두가지 view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사실, 의견, 경험을 자동 분류[15]하는
것과,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구분하는[16] 것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전제 하에
설계되었다.
F/O (Fact/Opinion) View (그림 1)는 기사 내용 중 의견
부분을 본문보다 들여쓰기하여 구분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발화의 주체인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에는 “누가?”, 근거가 필요한 문장에는 “근거?”라는
flag 를 달아 해당 정보의 수용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각화하였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 “일각에서
제기됐다”로만 표현된 의견의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의
의견인지, “과거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가 언급된 경우
사실여부를 알 수 있는 과거 기사자료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왜?” “어떻게” 와 같은 flag 로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알릴 수 있다.
Speaker View (그림 2)는 기사 본문에 여러 사람의
발언이 인용된 경우 기자의 의견과 인용된 발언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발화 주체를 명시하여 발언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자”로 flag 하거나 발언자명에
하이라이트를 적용하고, 일각, 관계자, 전문가 등 익명의
발언/제보에는 “익명”, 주어가 없는 문장에는
“불명”으로 표기하여 해당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
필요함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취소선 View (그림 2)는 다른 View 와 함께
적용 가능한데, 기사 내용 중 기자의 주관적/수사적인
표현 (“강경한”, “별 문제도 아닌”, e.g.)에 글자 중앙을
수평으로 가르는 취소선을 적용하여, 독자가 기자의
관점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
뉴스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미확인정보의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보도행위에
속하나, 혐의 단계 미확인정보의 보도 역시 명예 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14], Mitchell et al.[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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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O (Fact/Opinion) View - 사실과 주장의 구분

그림 2 Speaker View - 발화 주체 및 작성자 사견 구분

종합하면, F/O View 와 Speaker View 는 비판적
시각으로 뉴스 읽기를 유도하는 UI design 으로, 독자의
미디어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View 에 적용된 시각화 (의견부분 들여쓰기, 황색 처리,
e. g.)로 사실과 의견의 비중을 보여주므로, 해당 기사의

5. 결론

성격과 정보의 질의 직관적 파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다수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언론사의 성향
파악도 가능하다. 또한 기자/언론사 입장에서도 각
View 를 통하여 기사 작성 방식에 대한 feedback 을 얻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 내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본 논문에 제시한 디자인 시안의
flag 색상 중 적색/황색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색상의 사용 등 화면 간에
일관성 있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연구가 허위정보 중심의 규제,
고찰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미확인정보를 중심으로
독자가 미확인정보를 미독/오독하여 기정사실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소문,
주장, 혐의, 탐사보도, 해석 및 의견이라는 미확인정보의
5 가지 유형에 공통적으로 사실과 기타 미확인정보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비판적 뉴스 읽기를 독려한다는 전략으로
제안한 F/O View 와 Speaker View 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기사 내용에 직접 사실과 의견,
또는 발화 주체를 시각화하는 flag 로 단기적으로는
직관적인 기사 성격의 파악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미디어 문해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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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두가지 View 를 적용한 뉴스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사용자의 사실-의견 구분 능력, 발화주체 구분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실험과, “누가?” flag 가 붙는 발화주체 구분 외에 “왜?”
flag 를 붙여 인과관계의 파악에 주목하게 하거나,
“어떻게?” flag 를 붙여 주장의 개연성을 점검하게 하는
View 를 추가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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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실감형 국악 공연 콘텐츠의 제작 연구를
진행한 사례이다.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 얻게된
방법과 한계점을 분석했다. 연구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는 흔히 제작되는 앨범의 방식에서 벗어나
VR(Virtual Reality)앨범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본
콘텐츠는 360 영상 촬영과 동시에 입체음향 녹음을
진행하였고 실재감을 높여 체험자가 실제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듯한 몰입도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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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자가 HMD 를 쓰고 마치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실재감을 주기 위해 고화질의 360 영상
촬영과 더불어 입체음향 녹음을 진행했다. 강릉
선교장의 한옥이라는 장소를 체험자가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한옥에서의 가야금 연주를 통해 국악의
미적 요소를 살리도록 기획했다. 그리고 Unity 3D 를
통해 상호작용적 요소를 추가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의 특징을 살리고자 했다.

2. 본문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콘텐츠 제작은 다음과 같은

주제어

순서를 가진다.

가상현실, 공연, 입체음향

촬영 및 녹음은 '강릉 선교장'에서 진행 되었으며,
카메라는 Insta 360 Pro 2 를 사용했다.

1. 서 론
1.1 배경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의 발전으로
인류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대와는 다른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 그동안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음반 시장도 점점 변화했다. LP 판, 테이프, CD 를 거쳐
MP3 플레이어가 등장했고, 현재 음반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한 상태다. 4 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재, VR, AR 등 차세대 미디어를 지칭하는
실감형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뉴스, 드라마
등 시청 중심의 전통적 미디어에서 VR/AR 기반의
상호작용적 미디어 콘텐츠가 등장하며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2) 이와 더불어 360 카메라를 이용한
아이들의 공연 콘텐츠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기존의 콘텐츠에 비해 큰 경쟁력이

그림 1 실감형 국악 공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

2.1 촬영
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다.
• 어안 렌즈의 특징
360 카메라는 어안 렌즈가 사용된다. 어안 렌즈의

없어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기획 의도
본 연구는 실감형 공연 콘텐츠의 제작에 관한 사례
분석 연구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맞추어 음반
또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 보고자 했다.

특징은 일반 렌즈보다 더 넓은 범위가 촬영되고, 촬영
대상이 렌즈에 가깝거나 멀 경우 왜곡이 있다는
점이다.3) 따라서 사전에 답사와 360 카메라 사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피사체와의 거리는 1.5m 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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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야금 연주자는 카메라로부터
1.5m 거리에 배치하기로 했다.
• 360 °촬영에 따른 문제점
360 카메라는 카메라가 노출되는 모든 각도인 360 °
를 촬영하기 때문에 연주자를 제외한 스텝들은 촬영
장소와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카메라의
악세사리인 리모콘을 이용해 촬영해야 했다. 또, 녹음도
촬영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녹음에 필요한
마이크와 케이블의 정리도 필수적이다. 본 콘텐츠
제작에서는 마이크와 케이블의 노출이 불가피했으므로
마스킹 작업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진행했다.

본 마이크 기법은 정면, 측면, 후면을 각각의 마이크로
수음하는 방식의 음장 녹음 기법이다. 사람이 공연을
관람할 경우, 정면의 악기에서 들리는 소리 뿐만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 들리는 반사음도 함께 듣는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마이크 기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실제 믹싱 과정에서
청취해본 결과, 실제 측면과 후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만족스럽게 녹음 됨을 알 수 있었다. 사용된 마이크는
AKG C214 두개와 AKG C414 이다.

본 콘텐츠 촬영에 사용한 Insta 360 Pro 2 카메라는
6 개의 렌즈를 사용하고, 스티칭 작업을 마칠 경우 8K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얻게 되었다. 체험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스테레오 스코픽 (Stereoscopic)으로
촬영했다.
2.2 녹음
본 콘텐츠 제작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음향의
구현을 생각했기 때문에 녹음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림 3 녹음에 사용된 더블 M-S 마이크 기법.

• 앰비소닉(Ambisonics)
본 마이크 기법은 공간의 소리를 완전한 구(FullSphere) 형태로 녹음하는 기법이다. 4) 완전한 구 형태로
촬영하는 360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후에 HMD 를
착용한 체험자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동일한 위치에서 360 전체의 소리를
수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된 마이크는 젠하이저의 앰비오(Ambeo)이다.
완전한 구 형태의 오디오는 4 개 채널의 A-Format
으로 녹음되며, 후작업 과정을 통해 B-Format 으로
변환되었을 때 비로소 방향성과 정의감을 가지게 된다.
• 스팟(Spot)
노이만(Neumann)의 KM184 마이크와 AKG
C414 를 각각 가야금과 보컬의 근접 스팟 마이크로
사용했다. 본 마이크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가야금과
보컬의 이미지를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각의
마이크에 최대한 가야금, 보컬의 소리만을 녹음하기
위해 마이크의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2 녹음기획서 중 일부.

다음은 녹음에 들어간 마이크 기법이다.
• 더블 M-S

2.3 영상 편집
360 영상의 편집은 스티칭과 마스킹의 과정을 거친다.
6 개의 렌즈로 촬영된 각각의 영상은 각 렌즈 하나의
앵글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Insta 360 St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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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 스티칭 과정을 거쳤다. 스티칭 과정 결과
얻게된 영상의 해상도는 7680X7680 의 3D 영상이다.
스티칭 이후에는 따로 찍어둔 스틸컷을 이용해
마이크와 케이블 등을 지우는 마스킹 과정을 거쳤다.

상호작용적 요소를 첨가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의
특징을 살렸다.

그림 5 Unity 3D 로 구성한 UI

3. 한계점
본 연구에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3.1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그림 4 마스킹 작업의 전 후 비교.

고찰

2.4 입체음향 구현
가상현실에서의 소리 청취 환경은 헤드폰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었다. 헤드폰에 의한 청취를
위해서는
앰비소닉으로
믹싱하여
바이노럴
(Binaural)의 청취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녹음
과정에서 얻게된 오디오의 앰비소닉 믹싱과정은
360 영상을 불러온 뒤, 각 트랙별로 영상에서의
위치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위치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FOA(First Order Ambisonics)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360 영상과 함께 재생할 경우에는 청취되는 소리의
위치도 체험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촬영과 동시에 녹음이 진행되는 콘텐츠의 제작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체험자의 위치에서 360° 전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마이크와 마이크 스탠드, 케이블의 노출이 불가피하다.
마이크와 케이블의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마스킹
작업을 통해 어느정도는 지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가야금과 보컬의 소리를 수음하는 마이크는 그렇지
못했다. 몇번의 촬영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스팟
마이크를 제외한 채로 촬영과 녹음을 다시 진행했으나,
녹음된 음원에는 스팟 마이크의 부재가 확실히
느껴졌다. 결국, 시각적과 청각적 요소 두가지를 동시에
확실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

된다. 입체음향의 구현 과정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도록 믹싱했다.
2.5 Unity 3D 를 통한 개발 과정
VR 앨범이라는 방향을 가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존
앨범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기획단계에서 생각해
보았다. 또, 본 콘텐츠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 개량된 형태의 가야금인 25 현
가야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연주자 소개, 연주자
인터뷰 영상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UI 기획시 국악 공연 콘텐츠의 특징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창덕궁의 경훈각을 모델링해둔 Asset 을 사용해
UI 를 구성했다. 체험자는 메뉴를 직접 선택하여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픽으로 구현한 한옥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다양한

그림 6 연주자의 주변으로 스팟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
시각적 측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다.

3.2 8K 영상의 촬영과 편집
8K 영상의 촬영에는 발열이 상당하다. 본 촬영에
사용했던 Insta 360 Pro 2 카메라는 발열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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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팬이 달려있다. 팬의 RPM 을 낮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발열이 심할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팬의
회전 소리가 동시에 설치한 마이크로 수음 되는 것을
확인했다.

되면서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한계점 또한 얻게 되었다. 특히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 시키기는

또, 360 영상은 기존의 영상보다 더욱 좋은 화질을
요한다. 같은 4K 의 화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체험자가
HMD 를 통해 보는 곳은 일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8K 의 화질을 가져야 몰입감에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8K 스테레오 스코픽으로 영상을 촬영 했으나,
7680X7680 의 해상도를 가진 영상의 용량은 약
18GB 였고, 영상 편집과 Unity 3D 로의
임포트(import)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다. 8K 영상을
다루는 것은 지금의 컴퓨터보다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작업에 사용한 컴퓨터의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VR 앨범을 제작했고,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한계점을 도출해냈다.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맞춰 다양한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가
등장하고, 본 콘텐츠와 같은 VR 앨범이 상용화
되기에는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작

어려웠다.

과정이 연구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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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t[2]는 센서 기반의 맥락 인지 기술을
이용한 IoT 제어 연구이다. 공간에 존재하는 IoT
기기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인터페이스를
증강하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Scenariot 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각각의 IoT
기기에 통신 모듈과 거리 센서가 탑재된 컨트롤러
보드를 부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와 IoT 기기가
통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구축된
환경에서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컨트롤러 보드가 부착된 IoT 기기를
바라보게 되면 해당 IoT 기기에 대한 제어권을
얻게 된다.

요약문
다양한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Internet of Things(IoT)를 이용한 스마트
스페이스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맥락
인지(context-awareness)기술을 이용한 IoT
제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기존의
IoT 제어에 사용되는 맥락 인지 기술은 다수의
센서를 기반으로 하며 비용이나 확장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비전 기술과 프로젝션
AR 을 결합한 형태의 맥락 인지 기술을 제안한다.
또한 하나의 비전 카메라와 프로젝터만을
사용하여 높은 확장성 및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술은 여러 종류의
IoT 를 제어하는 등의 다양한 스마트 스페이스
환경에서 객체 제어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의 Robert Xiao 는
Deus EM Machina[3]라는 IoT 제어 시스템을
제안했다. Deus EM Machina 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IoT 기기를 제어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IoT 기기의 위치가 가까워지게
되면 EM 센서가 이를 감지한다. EM 센서는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 소음을 감지하는 센서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EM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IoT
기기의 전자 소음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들고 IoT
기기에 접근하게 되면 해당 기기의 제어권을 얻게
된다.

최근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등의 다양한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Internet of
Things(IoT)를 이용한 스마트 스페이스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IoT 를 이용한 스마트
스페이스 연구는 맥락 인지(context-awareness)
기술을 이용한 IoT 제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맥락 인지 기술은 사람이 지시나 명령을
내려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서 사람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이에
대응하는 기술이다.[1] 기존의 대부분의 맥락 인지
기술을 이용한 IoT 제어 연구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진행된다.

기존의 IoT 제어에 사용되는 맥락 인지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현재
대다수의 맥락 인지 기술은 다수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센서에 의존하는 현재의 맥락 인지 기술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맥락 인지 기술은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공간과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대다수의 맥락
인지 기술은 별도의 디바이스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낮추고
불편함을 높인다.

주제어
증강현실, 프로젝션 AR, 맥락 인지 기술, IoT,
스마트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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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비전
기술과 프로젝션 AR 을 결합한 형태의 맥락 인지
기술을 제안한다. 프로젝션 AR 은 가상 정보를
프로젝터를 통하여 정해진 공간에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을 말한다[4]. 맥락 인지 기술에
비전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비전 카메라를
갖고 다양한 IoT 기기를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전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IoT 기기의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AR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평면에 증강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별도의 디바이스의 사용 없이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2 절에서는 시스템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을 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2.2 평면 검출 및 객체 분리
객체는 보통 테이블과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하거나
벽면과 같은 평면에 부착 되어있다. 따라서 객체를
인식하고 평면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평면을
검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키넥트의 깊이 영상을
사용하여
Modified
RANdom
Sample
Consensus (RANSAC)[5]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
내의 평면에 대해 모델링하였다. 그 후 배경과
평면에 대해 각각 mask image 를 생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전체 영상에 대하여 임의의
점을 선택하는 Random Sampling 을 진행한다. 그
후 임의의 점에 대해 주위의 3 개의 점으로 평면
수식 모델링을 진행하고 모델링한 평면에 대해
영상 내의 참인 정보인 inlier 개수를 측정한다. 이
과정을 일정 수로 반복한 후, 최대 inlier 의 수를
갖는 평면 모델링을 선택한다. (그림 3)

2. 구현
2.1 하드웨어 및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는 하단의 프로젝터와 상단의 키넥트를
결합한 프로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그림 1)
RGB-D
카메라인
키넥트
카메라는
RGB
컬러영상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깊이 정보의
인식이 가능하여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림 3 (좌) 깊이 영상

(우) 평면 검출 결과

객체 분리는 앞서 영상에서 검출한 평면 외의
픽셀을 Mask를 통해 분리하였다. 분리한 Mask에
대하여 연결된 픽셀들끼리 floodfill 방법으로
blob를 검출하였다. (그림 4)

그림 1 프로젝션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프로젝터 위에 달려
키넥트를 사용하여 평면 검출 및 객체 분리,
인식을 한다. 또한 최적의 프로젝션 표면에
이미지를 증강하여 터치를 통해 사용자와
사이의 인터랙션을 제공한다.(그림 2)

있는
객체
정보
물체

그림 4 객체 분리 결과

2.3 객체 인식
2.2 에서는 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평면 검출 및
객체를 분리하였다. 객체 인식은 앞서 추출한
객체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인식의 성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분리한 객체에 대하여 3D
semantic segmentation 모델인 SGPN(Similarity
Group Proposal Network)을 사용했다.[6] 2D
segmentation 의 경우 RGB 이미지 상에서

그림 2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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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기 때문에 bounding box 도 2D 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2D 로 나온 bounding box 로는
사용자와 객체 간의 거리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3D segmentation 을 이용하여 결과를 3D
bounding box 형태로 도출하고 사용자와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SGPN 을
사용하였다.

위치를 얻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Depth Touch 보다 정확성이 높고 최신 연구인
DIRECT[8]기술을 적용하였다. 이 기술은 약
5 초간의 깊이 정보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background
모델을 만든다. 그 후 키넥트의 깊이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엣지를
추출한 뒤 깊이 영상과 결합하여 부족한 엣지를
보완함으로써 낮은 정확도와 노이즈 때문에 깊이
영상만으로 구하기 힘들던 손 끝점의 엣지 또한
얻을 수 있다. 그 후 엣지 정보를 통해 floodfill 을
이용해 손영역을 추출하여 깊이에 따라 팔, 손,
손가락, 손끝을 분할하여 터치 인식을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터치는 터치 인터랙션
방법 중 현재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림 6)

SGPN 은 깊이 데이터와 RGB 데이터를 결합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한 3D semantic
segmentation 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input 으로
하고 각각의 포인트에 object instance label 을
할당한다. 그 후 feature 공간에서 각 쌍의 포인트
사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유사도 행렬인
Similarity Matrix 로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객체를 판별한다. (그림 5)

그림 6 Touch 검출 결과

3. 실험
3.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SGPN 을 이용한 맥락
인지 기술의 성능과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제안하는 맥락 인지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면의 깊이 정보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객체 인식 정확도와
평면의 깊이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객체 인식
정확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가로 길이가
1.6m, 세로 길이가 0.8m 인 책상과 책상 옆에
프로젝션 시스템 하드웨어를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컵, 테니스공, 책,
소형 프로젝터를 배치했고 프로젝션 시스템
하드웨어를 통해 각각의 객체에 대한 인식을
수행했다. 실험은 프로젝션 시스템 하드웨어의
키넥트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깊이 영상 및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 400 프레임에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5 객체 인식 결과

2.4 정보 증강 및 인터랙션
제안하는 시스템은 프로젝터와 키넥트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랙션
방법 중 하나인 터치를 사용하였다. 터치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 하지 않고 손을 통해 직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제어 가능하다.
먼저 사용자가 터치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증강한다. 프로젝터를 통해 정보를 프로젝션하기
위해 증강할 물체 주위에 평면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프로젝션 표면을 검출한다. 또한
프로젝터와 프로젝션 평면이 수직이지 않은 경우
프로젝션 왜곡이 발생하므로 평면의 geometry 를
계산하여 왜곡을 보정하여 검출된 물체와 관련된
정보를 증강한다.

3.2 실험 결과
표 1 과 표 2 를 확인했을 때 네 가지 객체 모두
제안하는 맥락 인지 기술의 정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평면의 깊이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SGPN 을 통한 객체 인식 성능이 평면의
깊이 정보를 배제하지 않았을 때의 SGPN 의 객체
인식 성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치 인터랙션은 키넥트의 깊이 정보를 통해 단순
깊이의 차이로만 터치를 판별하는 Depth
Touch[7]는 임계영역에서의 blob 가 손인지
판별이 불가능하고 깊이 카메라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 끝점의 터치로는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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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면을 깊이 정보를 배제한 객체 인식 정확도

객체

종이컵

테니스공

책

프로젝터

정확도(%)

85.75

81.50

90.25

84.50

표 2. 평면을 깊이 정보를 포함한 객체 인식 정확도

객체

종이컵

테니스공

책

프로젝터

정확도(%)

83.25

80.50

87.50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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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s." Proceedings of the 2017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7.
4. 오지현,
이문현,
박한훈,
박종일. PMP²:
프로젝션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2007.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3D semantic segmentation
모델인 SGPN 과 프로젝션 AR 을 이용한 맥락
인지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술의 성능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고 IoT 제어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스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Fischler, Martin A., and Robert C. Bolles.
"Random sample consensus: a paradigm for
model fitting with applications to image
analysis and automated cartography."
Communications of the ACM 24.6 (1981):
381-395.

하지만, 현상태의 기술은 객체나 배경의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환경에서는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동적인 환경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Wang, Weiyue, et al. "Sgpn: Similarity
group proposal network for 3d point cloud
instance segmentatio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8.
7. Wilson, Andrew D. "Using a depth camera
as a touch sensor."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active tabletops and
surfaces. A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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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기기를

요약문
본 논문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유환경에서

본 툴킷은 가상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는

위하여 각 클라이언트가 가상 환경에서의 다른

확장현실 응용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툴킷의 개발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가상

경험을

물체와

분야의

사용자들이

기술한다.

본

가상의

툴킷은

다중

사용자간의

상호작용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효과적인 협력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가상 물체의 위치 정보가

서버 구조로 설계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현실에

TCP/IP 소켓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접속한

특화된 이기종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공유된다. 또한 본 툴킷의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 작업 상황을

구성은 Client 모듈, Server 모듈, Message Handler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통하여 개발하였는데,

모듈 등으로 모듈화를 통하여 다양한 협력 작업

이를 통해 향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본 개발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툴킷의 구조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 있다. 본 툴킷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렌더링을 위한 메인 스레드와 서버와

주제어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스레드로 분리하고 서버에서

혼합/가상/증강 현실, 확장 현실 응용, 이기종 기기,

각

협력 작업, 소프트웨어 툴킷

(multi-threading) 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를

두는

멀티스레딩

구현하였다.

1. 서 론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2. 관련 연구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상 현실 장비

reality, MR) 기기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사용자간 혹은 증강 현실 장비 사용자간 등 동일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기기를 이용한 CVE 를 제안해왔다[1,2,3]. 이것은

XR)에서의 협력하는 가상 환경(collaborative-virtual

사용자들이 기기를 선택할 때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environment, CVE)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기기의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툴킷을

한정적이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이용하면 사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기기를 구비하지

있다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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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이다. Back 등[4]은 공장에서의 협력 작업을

부분을 모델과 컨트롤러로부터 분리하였기 때문에

위해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기기를 지원하는

이기종 기기로의 확장이 편리하다. 클라이언트의

시스템을

모듈 중 입력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은 이기종

제안하였지만,

가능하고,

가상

특정한

환경에서의

상황에만

상호작용

적용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Grandi 등[5]은 가상 현실 기기

기기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방법을 사용하지만 기존 방법은 HoloLens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물체의

정보를,

Other

Client

모듈에서

다른

Object

모듈은

프로젝트

리소스에서

동기화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구조를 제공 한다.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간 가상 공간에서의 협력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Unity 엔진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제작되었다. 하나의 서버와
이기종 기기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서버는

각

클라이언트의

접속과

접속

해제를 관리하고 전체 가상 환경 공유 시스템을
TCP/IP

소켓

통신을

통하여

각

클라이언트는 협력 작업을 위한 가상 물체의 위치
클라이언트의

위치

정보

등을

서버로부터 수신하고 자신의 위치 정보 등을 서버에
송신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효과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부분으로

Data 모듈은 메인 스레드와 네트워크 스레드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툴킷은 이기종 기기를

다른

네

필요한 모델을 업로드하여 저장한다. Synchronize

3.1 툴킷 개요

정보,

모델(model)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구조를

3. 툴킷의 구조

총괄한다.

동일한

구성되어 있다. Selectable Object 모듈에서 가상

제공한다.

있으며,

클라이언트에서

3.2 클라이언트 구조

본

논문에서는 Grandi 등이 제안한 사용자 상호작용

모든

형태로 사용된다.

사용자와 증강 현실 기기 사용자가 동시에 가상
물체와

사용하는

위하여

통신

프로토콜을

입력모듈에서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위치정보를
30fps 의 속도로 입력 받는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 받은 모든 정보는 통신 프로토콜의 형식으로
변환된 바이트 배열 형태로 Client 모듈에 전달된다.
전달된 바이트 배열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서버로
송신한다.
기기인

가상

물체와의

가상현실

기기와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증강현실 기기는 입력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가상
물체 이동 변환 및 회전 변환 정보를 입력을 받는다.
혼합현실

기기

사용자는

관찰자로서

CVE

에

참여하여 가상 물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정의하여

컨트롤러에(controller)에

속하는

직접적인

Client 모듈은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와 바이트

통신은 허용하지 않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배열을 송수신하는 통신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

통신만 허용한다. 따라서 한 클라이언트가 다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소켓을 정의하고 서버의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항상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와 지정된 포트

서버를 통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서버에서 전체적인

번호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의 스트림으로

정보를 관할한다.

바이트 배열을 송수신한다. 서버에서 수신한 바이트

사용하였다.

이

때

클라이언트

간의

본 툴킷은 이기종 기기를 지원하고, 다양한 협력
작업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각 부분을 모듈화 하여 구성하고
모델-뷰-컨트롤러(Model-View-Controller,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을

MVC)

사용하였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뷰

배열은 Bytes Interpreter 모듈로 전송하여 분석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위치 정보나 수정된 가상
물체의 위치 정보는 통신 프로토콜 형식에 맞추어
서버 스트림에 송신한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약
30fps 의 속도로 읽어서 전송되며 가상 물체의
위치가 수정되었을 때만 서버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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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버의 구조

그림 1 클라이언트의 구조

Client 모듈은 또한 메인 스레드와 네트워크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스트림을 읽었을 때 바이트

스레드 간의 동기화 작업을 위한 Message Handler

배열이 비어 있다면 해당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모듈과 서버로부터 수신한 바이트 배열을 분석하는

접속이

Bytes Interpreter 모듈을 관리한다. 그림 1 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한

MVC 디자인 패턴에 따라 고안된 클라이언트의

사실을 브로드캐스트 한다.

전체적인 구조를 도식화 하였다.
3.3

스레드들

서버에서 사용하는 자료구조는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된다. Server Object 모듈과 Server Client
모듈은

클라이언트에서와

물체의

정보와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제공한다.

각각

정보를

Server

가상

자료구조를 제공한다.

포트에서

다른

간의

동기화

작업을

위한

Message

배열을 분석하는 Bytes Interpreter 모듈을 관리한다.
그림 2 에서 서버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식화 하였다.
3.4 동기화 구조

Synchronize

간의 동기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모듈에서

간주하고

Handler 모듈과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바이트

저장하는

Data 모듈은 서버 스레드와 클라이언트 스레드들

Server

것으로

Server 모듈은 또한 서버 스레드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자료구조를

해제된

클라이언트와
사용하여

서버에서는

구현하였으며,

멀티스레딩

기법을

스레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동기하기위해 SynchronizeData 형의
동기화 큐를 선언하여 사용한다. Message Handler

서버를

비동기적으로

시작한

새로운

후

지정된

클라이언트의

모듈에서 이 동기화 큐에 동기화 정보를 삽입하거나,
큐에

있는

동기화

정보를

수행한

뒤

큐에서

접속을 받는다. 새롭게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삭제한다. Message Handler 모듈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공유하는 가상 물체

동기화

정보를

뮤텍스(mutual exclusion, mutex)를 이용하였다.

브로드캐스트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한다.
위한

그리고

해당

스레드를

새롭게

선언한다. 클라이언트 스레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스트림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읽은 바이트 배열을 Bytes Interpreter 모듈을 통해
분석한다. 클라이언트 의 네트워크 스트림은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한 바이트 이상의
정보를 전송한다.

큐를

접근하는

부분은

임계

구역으로

클라이언트는 메인 스레드와 네트워크 스레드의
두 개의 스레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네트워크
스레드에 문제가 발생해도 렌더링 과정은 유지된다.
그리고 서버는 하나의 서버 스레드와 클라이언트
수만큼의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스레드를
발생하였을

두었다.
때

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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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5. 결론

하나의 확장 현실 환경을 공유하며 협력 작업을

본 논문에서는 확장 현실에서 이기종 기기를

하는 모습이다. 그림 3 은 증강현실 기기 화면, 그림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가상 물체를 통해

4 는 혼합 현실 기기 화면, 그림 5 는 가상 현실 기기

협력작업하는 응용 개발을 위한 툴킷을 제안하고

화면을 협력 작업 중 동일한 시점에 캡처한 것이다.

툴킷으로 개발한 응용 예시를 보였다. 모듈화를

실험을 위하여 가상 현실 장비는 HTC 사의 Vive
Pro, 증강 현실 장비는 삼성전자사의 갤럭시 탭 S6,
혼합 현실 장비는 Microsoft 사의 HoloLens 를

통해 툴킷의 내용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확장 가능하였다. 또한 멀티스레딩을 이용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향후에는 가상 물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클라우드 서버 등 외부 저장소에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본 툴킷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전체 장면을 저장하고 저장한 내용을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하여 툴킷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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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직접 기록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깊은 이해를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ESM 알림을 통해 즉각적인 응답 표본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회상 인지 오류 (retrospective recall
bias)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4, 5].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전달되는 ESM 알림 및 설문
요구는 피험자의 진행중이던 일상생활 속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요약문
경험표집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은
일상생활 중 임의의 시각에 설문알림을 전달하여
설문에 실시간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 중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수집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멀티태스킹 관련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진행중인 일에 방해를 주는 ESM 알림 및
설문 행동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심리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ESM 으로 수집된
심리상태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ESM 알림 및 설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 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ESM 이 감정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2) 이와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주일 간 76 명의
일상 생활 속 감정 상태 표본(N=6173)을 수집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감정 표본 중
37 퍼센트 이상이 감정 변화를 보였으며, 이들 변화는
당시 감정 상태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모바일 알림 중재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생
생활에서의 예상치 못한 알림은 사람들의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6]. 기존 연구에서 보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작업 방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알림 [7] 및 메세지 알림 [9, 11]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ESM 알림도 이러한 알림과 유사하기에
사람들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 작업 방해는
사람들의 작업 능률을 감소시키며 감정 상태에
악영향이 준다[12]. 이를 종합하면, ESM 을 활용한
감정 상태 측정의 경우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 상태
변화를 동반할 수 있기에 부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주제어

가능성이 대두된다.

모바일 경험표집법, 사용자 연구

본 연구에서는 ESM 방식을 활용한 감정 상태 수집에
있어 ESM 알림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 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ESM 알림이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RQ1). 이를 위해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 변화를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ESM
설문 문항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집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ESM 알림으로
인한 감정 변화 현상과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았다
(RQ2). 이를 위해 기존 모바일 알림 및 사용 중재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감정과의 연관성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예: 감정, 스트레스, 작업 집중도, 개인
성격 유형, 나이, 성별)를 함께 수집하여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서 론
근래에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연구실과 같은 조작된 환경이 아닌 실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1, 2]. 이러한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방법론으로
경험표집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이
있다 [3]. ESM 은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해 일상
생활 중 임의의 시각에 알림을 전달 한 후 행동 및 심리
상태 (예: 감정, 스트레스)와 같은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실시간 응답을
기록하도록 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론이다.
연구자가 피험자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존
방법론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ESM 을 활용하면 피험자가 자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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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알림 당시 진행 중이던 작업을 방해하여
피험자의 작업 능률과 감정 상태에 악영향을 준다[19].
이와 같은 영향은 ESM 알림 당시 피험자의 인지 부하,
개인 성격 유형 (personality traits)에 따라 달라질 수

본 연구는 총 76 명의 피험자에게 1 일 16 회의 ESM
알림을 통해 ESM 설문 문항에 응답하게끔 안내하였다.
최종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일주일 단위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한 감정 상태 표본 데이터 (N=6173)를
수집하였다. 이들 응답 표본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37.9%의 표본에서 감정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감정 변화 현상과 연관된 맥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다층 회귀분석
(Multilevel regeression)에서는 총 다섯 가지 요인
(Valence, Arousal, Attention, Stress, Disturbance
level)이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있다 [8, 12].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ESM 알림으로 인해 작업
방해를 받은 피험자의 감정 상태는 ESM 알림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SM 을
활용하여 심리 상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이 변화할 것을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M
알림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 변화 현상과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RQ1: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 변화가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해

피험자의 감정 상태 포집을 위한 ESM 알림이 감정
변화와 연관됨을 보인 결과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
모바일 ESM 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SM 알림으로 인해 바뀌는 감정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ESM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ESM 알림으로 인해
바뀌기 이전의 감정을 응답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감정 변화와 연관된 맥락
요인을 활용하여 감정 변화가 최소화되는 최적 알림

알아보고, (2) RQ2: 감정 변화와 연관된 요인을
통계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론
이번 절에서는 우리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SM 알림이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겪는 다양한 경험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절은 (1) ESM 설문
디자인 과정, (2) 개인 성격 유형(personality traits)
분류 방법, (3) 최종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시점을 찾는 연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경험표집법: 경험표집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사용자의 행동
및 심리 상태 (예: 감정, 스트레스)와 같은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3, 5, 10,
18]. ESM 은 알림을 통해 전달한 설문 문항을
피험자가 실시간으로 응답하게끔 만든 데이터 수집

ESM 설문 및 알림 매커니즘
ESM 설문 문항: 설문 문항은 기존 멀티태스킹 연구 [6,
12]에서 주로 활용된 설문 문항에 ESM 알림으로 인해
바뀌는 감정을 응답 받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은 그림 1 과 같으며 세부
문항은 Q1: Valence, Q2: Arousal, Q3: Attention
level, Q4: Stress level, Q5: Emotion duration, Q6:
Disturbance level, Q7: Emotion change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응답은 7 점 리커트 스케일 (7point Likert scale)로 받았다.

방법론이다.
ESM 을 활용하여 수집된 대표적인 심리상태 정보는
감정 벡터(예: Valence, Arousal), 기본 감정 (예:
Happiness, surprise, anger, disgust, sadness, fear,
neutral), 스트레스 지수, 우울 증세 등이다. 감정
상태의 경우 Russell 의 감정 벡터 [15] 기준 혹은
Ekman 의 기본 감정 모델 [16] 의 분류 기준에 기반한
설문 문항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스트레스 치수은
주로 스트레스 자각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의 문항 수를 축약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 문항들에 기초하여 일상 생활에서
표집할 수 있는 감정과 스트레스 수치화 자료를

감정 측정은 벡터 축에서 등급을 고르는 방법 [15]을
사용하였다. 감정 벡터는 2 가지 벡터(Valence 와
Arousal)를 고려하였다. 이중 Arousal 벡터를
세분화하여 Energetic arousal 과 Tense arousal 로
구분 지은 연구 [23]를 토대로, Energetic arousal 을
Q2: Arousal 항목으로, Tense arousal 을 Q4: Stress

수집하기 위한 ESM 설문지를 재작성하였다.

항목으로 구분짓고, Q1: Valence 까지 총 3 가지
축으로 감정 상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ESM 을 활용한 연구는 피험자들에게 반복적인 설문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응답 부담
(Response burden)을 늘낄 가능성이 있다 [6]. 또한,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ESM 알림 및 설문 요구

My emotion right before doing this survey was
Q1: very negative (-3) ~ very positive (+3)
Q2: very calm (-3) ~ very excit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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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 모집된 피험자에게 설문지를 사용하게 한
후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을 응답 받았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지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가? (2) ESM 설문 문항의
보조 단어는 적절한가? (3) 알림 매커니즘은 적절한가?

My attention level right before doing this survey could be rated as
Q3: very bored (-3) ~ very engaged (+3)

My stress level right before doing this survey was
Q4: not stressed at all (-3) ~ very stressed (+3)

My emotion that I answered above has not changed for recent ___
minutes.
Q5: 5, 10, 15, 20, 30 60 min / I am not sure

Answering this survey disturbed my current activity

개인 성격 유형 (Personality traits)

Q6: entirely disagree (-3) ~ entirely agree (+3)

개인성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BFI (Big Five
Inventory) 을 사용하였다[28]. BFI 는 성격특성
5 요인인 개방성, 성실설,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을
측정하는 설문이다. 한국형 BFI 는 44 문항의 기존
설문[26]을 15 문항으로 축약한 버전으로 짧은 시간

How did your emotions change while you are answering the survey
now?
Q7: I felt more negative (-3) ~ I felt more positive (+3)

그림 1. 데이터 수집에 활용한 최종 ESM 설문 문항

Q7: Emotion change 항목을 추가하여 피험자들이
ESM 응답을 하면서 바뀌는 감정 상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존 멀티태스킹 연구 [12]에
기초하여 ESM 알림으로 인한 작업 방해와 연관된
요인으로써 Q3: Attention, Q6: Disturbance level 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끝으로, 감정 설문
응답과 함께 수집할 센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감정 유지 시간 Q5: Emotion duration 항목을

안에 성격특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최종 데이터 수집 방법
최종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학내 커뮤니티 웹 Ara 에서
Android 6.0 버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80 명을
모집하였다. 피험자들은 일주일 간 데이터 수집에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참여
보상으로 7 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수집 시작일 전
예비 교육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성격 유형 설문지 (한국형 BFI) 및 인적사항 (예: 성별,
나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배포받은 안내문을
따라 데이터 수집 전용 스마트폰 앱 (예: PACO, Polar
Beat, Dropsync)을 설치하고, 함께 받은 웨어러블
기기 (Microsoft Band 2, Polar H10)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설문지에 추가하였다.
ESM 알림 매커니즘: 피험자 개개인으로부터 풍부한
감정 상태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1 인당 하루 10 회
이상의 ESM 응답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분별하게 자주 울리는 ESM 알림은 피험자들의 응답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알림 매커니즘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4]를 참고하여 알림
매커니즘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1) 알림
동작 시간, (2) 알림 주기, (3) 알림 간 최소 시간 간격,

4. 연구 결과

(4) 알림 후 응답 제한 시간, (5) 응답 제한 횟수.

이번 절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셋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앞선 절에서 제시한 연구 질의(RQ1,

알림 동작 시간은 기존 모바일 ESM 연구를 참고하여
일상 활동 12 시간(10am~10pm) 동안 작동하게

RQ2)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1) ESM
설문 응답 데이터셋의 개요를 정리한 후, (2)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 변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3)
ESM 알림으로 인한 감정 변화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설정하였다. 알림 주기는 약 45 분 주기로 설정하여
일평균 16 회의 ESM 알림이 전달되게끔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바일 ESM 은 약 70%의
응답률을 보인다[20]. 일평균 16 회의 ESM 알림이
전달되면 일평균 11(=16´0.7)회의 응답이 예상되므로,
상기 설정한 1 인당 표본 목표치인 하루 10 회 이상을
만족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알림 간 최소 간격은
30 분으로 설정하고, 10 분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ESM
알림은 만료되게끔 제한하였다. 또한, ESM 응답은
2 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13]을
고려하여 1 분 내로 응답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다.

ESM 설문 응답 데이터셋 개요
최종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모집한 피험자수는
80 명이었으나, 장비 사용 미숙으로 인해 데이터가
누락된 자, 데이터 수집을 중도 포기한 자 4 명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76 명(남:여=52:24)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피험자들은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만 23.3 세(표준편차 3.6 세,

ESM 설문 및 알림 매커니즘 개발 과정: 실제 데이터
수집 실험 중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여 설문 및 알림
매커니즘 수정, 검증하였다. 파일럿 실험은 총 4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별 실험 마다 2~4 명의 피험자가

최고 40 세, 최저 19 세)였다. 이들로부터 ESM 설문
응답 표본을 총 6173 개 수집하였으며, 1 인당 일평균
11 회 이상의 표본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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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작업 집중도/스트레스/작업 방해도, adj. R2: adjusted
R-squared)

RQ1: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 변화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변수

RQ1 에 답변하기 위하여 Q7: Emotion change 항목
응답의 기술 통계 결과를 분석하였다. 직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표본을 세 그룹(부정 감정, 긍정 감정, 중도
감정)으로 구분 한 후 기술 통계 결과를 구하였다.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1. Q7 항목의 1 인당 응답 표본 기술 통계 요약
부정 감정

중도 감정

긍정 감정

발생 빈도

14.5

46.9

14.0

발생 비율

19.0%

62.1%

18.9%

표준 편차

16.3%

23.6%

19.1%

최고

76.7%

97.8%

72.9%

최저

0.0%

10.6%

0.0%

피험자 개개인의 응답 표본을 살펴본 결과, 개인 당
평균 37.9%의 응답 표본에서 감정 변화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는 상당한 수치의 표본에서 ESM
알림으로 인해 감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ESM 알림으로 인해 변화한 감정을 정확히
구분짓지 못하면 감정을 수집한 ESM 설문 응답이
부정확한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G

BFI

EASD

All

나이

-.014

-.009

성별

.021

-.059

개방성

.012

.008

성실성

.006

-.006

신경증

-.013

.005

외향성

.006

-.011

친화성

.004

-.020

Q1

.124***

.123***

Q2

.026***

.025***

Q3

.027***

.027***

Q4

-.082***

-.084***

Q6

-.124***

-.127***

.314

.329

adj. R2

.19

.196

피험자의 감정 변화(Q7)를 예측함에 있어 피험자
개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나이, 성별, 개인성격특성
5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감정 상태(Q1, Q2), 작업 집중도(Q3), 스트레스(Q4),
작업 방해도(Q6)는 유의미하였다, p<.001. 이는
감정이 긍정적이고 고조되며, 작업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가 적고, ESM 알림으로 인한 작업 방해를
적게 느낀다면 감정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며, 반대 상황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임을
뜻한다.

감정 변화 현상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긍정/부정 감정이 최대 70%를 넘는 개인도 있고,
0%인 개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
편차가 15% 이상으로써 통계적으로 고르지 못한
분포이므로, Q7 항목 응답 표본을 분석할 때 개개인의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ESM 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상태를 측정하고자 새로운 ESM 설문 문항을
디자인하였으며, 76 명의 피험자로부터 일주일 간
6173 개의 응답 표본을 수집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1 인당 평균 37.9%의 표본에서 감정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감정 변화와 연관된 다섯 가지
요인(Valence, Arousal, Attention level, Stress level,

RQ2: 감정 변화와 연관된 요인은 무엇인가
감정변화와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층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 분석에 사용한 종속 변수는
감정 변화(Q7: Emotion change)이며, 독립 변수는
감정 상태(Q1: Valence, Q2: Arousal), 스트레스(Q4:
Stress level), 작업 집중도(Q3: Attention level), 작업
방해도(Q6: Disturbance level), 개인 성격 유형 다섯
요인(개방성, 성실설,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나이,
성별이었다. 또한, 임의 효과는 독립 변수 사이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게 피험자 개인고유번호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 와 같다.

Disturbence level)을 밝혔다.
향후 ESM 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심리 상태를
수집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ESM 알림으로 인해
피험자의 심리 상태가 변화되는 효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SM 설문지
문장을 수정하여 감정 포집 시점과 ESM 알림 시점을

표 2. GLMM 분석 결과. (***: p<.001) (A/G: 나이 및
성별, BFI: 개인 성격 유형 다섯 요인, EASD: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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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ehrotra, A., Musolesi, M., Hendley, R., &
Pejovic, V. (2015, September). Designing
content-driven
intelligent
notification
mechanisms for mobile applications. In Proc. of
the 2015 ACM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구분지었으며, 피험자들이 ESM 알림으로 인해 바뀌기
이전의 심리 상태를 응답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 상태 변화 효과를 배제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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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ulti-Emotion Model based on User-Defined Emotion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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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Parrott

(2001)의

감정

온라인에서 이용할
데이터는 이 같은

모델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텍스트
결과로

기반으로 사용자 포스팅에 대한 다중 감정 분류

사용자들의 감정, 정서, 태도, 믿음 등의 정보를

모델(분노,
두려움,
즐거움,
사랑,
슬픔)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제 3 자가 타인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HCI 에서는 이러한 주관적이면서
사회적인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e.g., 추천

정의한 이전 연구들과 달리 글을 쓴 저자가 직접

시스템,

명시한 500,000 개의 감정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문서 단위의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정
대표적인 예이다[3, 5, 13, 18, 19, 25].

데이터로 모델을 구축해 단어들의 의미론적 관계와

감정 분석은 HCI, 심리학, 인공지능, 인문학 등

글의 패턴을 기반으로 글 전체가 내포하는 감정을
유추하고 분류하였으며, 포스팅에서 글과 함께

사용자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이

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 분석 연구가

쓰여진 emoji 를 데이터로 활용해 emoji 유무에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따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글의

많은 감정 분석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Twitter[1], Facebook[23],

패턴을 학습하는 LSTM 모델이 57.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emoji 데이터가 포함될 때

뉴스[5]와 같이 유사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성능이 58.3%로 향상되었다 (5 가지 감정

글을 쓴 당사자가 명시한 감정이 아닌 해당 글에
대해서 제 3 자가 판단한 감정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류). 본 연구의 결과는 글 전체가 내포한 감정과
해당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의 감정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rott (2001)[16]의 5 가지

일치하지 않음에도 저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감정을

감정과 동료 지원(peer support),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의 취지로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인

문서 단위에서 유추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복잡한 감정 표현(e.g., 반어법, 은유법)에

‘Talklife’ 1 의 데이터(text, emoji)를 사용해 저자가

대한 감정 분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직접 명시한 감정 데이터에 대한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을 개발한다. 개인의 감정 공유를 위해

주제어

만들어진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기계학습, 딥러닝, 감정 분석, 감정 분류 모델

세분화된 감정 분석은 후에 모델 적용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텍스트의 감정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서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5 개월(2019 년 7-11 월)간
약 500,000 개의 게시물과 해당 게시물의 감정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 보급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블로그, 채팅, 소셜
네트워크, 뉴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드러난 감정을
예측할 수 있는 5 가지(분노, 두려움, 즐거움, 사랑,
슬픔)의

1

수집하였다.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https://web.talklif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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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Long

감정 사전을 이용해 광고에 대한 부정 정서를

Short-Term Memory (LSTM) 기반 모델이
58.3%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그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광고전략을
제안했다[18]. Balahur et al. (2012)는 뉴스 데이터에

결과 후에 텍스트에 기반한 사용자 다중 감정

대한 이전 감정 분석 연구와 통찰을 요약하고,

데이터 분석 및 응용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 저자, 독자, text — 관점에서 뉴스의
감정을 분석했다[3]. Rangel et al. (2016)은 저자의
연령과 성별을 파악해 저자의 프로필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조사했다[19]. Greene et al.
(2009)은
텍스트에서
암시적
정서(implicit
sentiment)를 평가하기 위해 syntactic packaging

2. 관련 연구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예술 감정
탐지(sentiment detection) 기술을 향상시켰다[9].

2.1 심리적 감정 모델
심리학에서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정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인정받는 여러 모델들은 존재하며,

2.3 감정 분류 모델
감정 분석의 결과를 응용 및 적용하기 위해선
자동화된 감정 분류 모델이 요구된다. Lee et al.

이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분류된다:
emotions as discrete categories, and dimensional
models of emotions. Discrete Emotion 이론에

(2013)는 한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7 개의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Multinomial Naïve
Bayes (MNB) 모델이 51.9%로 정확도가 가장

따르면, 어떤 감정은 생리적, 행동적 표현적 특징에
근거하여 구분될 수 있다[7].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Ekman (1992)[8]의 감정 모형이 이에

높았다. 또한 이들은 해당 모델을 ‘네이버 40 자
영화평’에 적용해 영화평의 감정을 분석하였다[13].
Ye et al. (2012) 은 저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해당된다. Ekman (1992)은 감정을 슬픔,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그리고 놀라움의 6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의 감정 분석은 이 이론을

기존의 감정 분석과 달리 뉴스 기사의 독자의
관점에서 감정 분석을 이해하고 진행하였으며,
독자의 감정은 둘 이상의 기본 감정의 조합이라는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8 가지 감정(즐거움, 신뢰,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을 상반된
감정의 쌍으로 분류한 Plutchik (1984)[17]의 감정

점을 고려해 8 개의 다중 라벨 분류로 문제에
접근했다. 그 결과 random k-label sets classifier
(RAkEL)가
뉴스
기사의 감정을
분류하고

수레바퀴 모형과 Parrot (2001)[15]의 감정 모형이
있다. Parrott (2001)은 감정을 세 계의 층을
분류하였으며, 첫 번째 층에서는 사랑, 기쁨,

예측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25].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들의 흐름을 이어받는
동시에 보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전의 연구들은[2,

놀라움, 분노, 슬픔, 두려움의 6 가지 주요 감정을
고려하였고, 다음 계층에서는 25 개의 2 차 감정을
고려하였으며, 마지막 층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4, 6, 22] 다수의 주석가(annotator)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수작업으로 감정 레이블을 붙여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글을 쓴 당사자가 지정한

표현으로 감정을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감정 태그를 범주화 하기
위해 세밀하게 감정을 분류해 놓은 Parrott

감정이 아니므로 여전히 데이터의 신뢰성과 주관성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2001)의 감정 모형을 사용한다.

직접 명시한 500,000 개의 감정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2.2 텍스트에서의 감정 탐지
텍스트에서의 감정 탐지(emotion

감정의

표출은

명시적인

감정

단어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며 이루어진다[11]. 이는 특정한 감정 단어가

detection)는

없는 텍스트 역시 감정적 의미가 존재할 수 있음을

마케팅[18], 정치과학[20], HCI[10, 24], 심리학,

의미하며,
단어
수준의
감정
탐지(emotion
detection)는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해 많은 연구자들에게

시사한다[4].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Qiu et al. (2010)는
광고의 관련성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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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딩(word embedding)을 통한 의미론적 접근
방법과 딥러닝을 통한 문서(document) 단위(문장

3.2 데이터 전처리
Talklife 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수집한 데이터에는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혹은

기반으로

등 다양한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분석에 필요한

감정을 분류한다. 또한, emoji 는 텍스트 메시지가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보완할 수 있는

영어 데이터만을 추출하기 위해 파이썬의 built-in
function 인 isalpha 를 사용해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도구[15]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Parrott (2001)의 6 가지 감정 중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모델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개수가 총 0.5% 밖에 안되는 ‘놀람’ 감정을
제외하였으며, 5 가지의 다중 감정 분석으로 모델의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단어

문단)에서의

단어

사용

패턴을

방향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총 497,250 개의

연구 목표: 사용자가 직접 명시한 감정 데이터(text,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moji)를 기반으로 임베딩 방법과 딥러닝을 활용해
문서 단위의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을 개발한다.

3.3 Parrott 의 감정 모델에 기반한 태그 분류
Talklife 에서는 59 개의 감정 태그를 제공한다.
그러나 59 개의 감정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Parrott’s emotion model[16]의 첫

3. 연구과정

번째 층을 사용해 5 개의 주요 감정(분노, 두려움,
3.1 데이터 수집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동료

즐거움,
하였다.

지원(peer support) 포럼인 Talklife 를 사용했다.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rrott (2001)이 정리한

Talklife 는 2012 년 설립된 정신 건강을 위한 동료

2 차, 3 차 감정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Parrott (2001)의 모델에 직접 명시되어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신의 고민, 걱정 등을
타인과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있지

사랑, 슬픔)으로
감정을 5 개로

않은

단어들은

감정 태그를 범주화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분류하였다.

또한

결과 대화의 주제는 농담에서 사랑, 가출, 자해에

단어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15]. Talklife
사용자는 총 59 개의 감정 태그 중에서 자신의

감정 표현과 관련성이 적은 3 가지 태그(Meh,
Numb, Inadequate)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감정을 선택하여 메시지와 함께 게시한다.

결과 총 56 개의 감정 태그를 5 가지의 감정으로

동의어를

기반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감정은 분노 7 개, 두려움 6 개,
즐거움 21 개, 사랑 4 개, 슬픔 14 개의 태그들로
구성되었다. <표 1>은 각 감정에 포함된 태그의
개수를 정리해 놓은 표이다.
표 1. 각 감정에 포함된 Talklife 태그 개수
감정

분노

두려움

즐거움

사랑

슬픔

총

태그

7개

6개

21 개

4개

14 개

52 개

그림 1. Talklife forum 의 메시지 게시 과정
3.4 이모티콘 분류
Emoji 는 데이터의 7.4%에서 사용되었으며, 주로

우리는 2019 년 7 월부터 11 월까지 총 5 개월 동안
약
500,000
개의
게시물을
수집하였으며,
게시물의 메시지와 감정 태그를 모델 개발을 위해

짧게 작성한 글에서 자주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글로 서술하기 힘든 자신의 감정을 emoji 의

사용하였다.

표정으로 대신 표현한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21]. 따라서 분석을 위한 정보로서 emoj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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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해

파이썬의

emoji 라이브러리

2

를

표 2. 감정 별 관련 어휘

사용해 emoji 를 추출하였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기 위해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감정

디코딩하였다. (예: 😭 - loudly crying face)

분노

두려움

3.5 모델 구축
다중 감정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해 scikit-learn 3 과
keras 4 를 사용하였다. Natural Language Toolkit

즐거움

(NLTK) 5 을 통해 일부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토큰화(tokenization)하였으며, word2vec 을

사랑

사용하여 토큰화 된 단어들을 벡터로 변환하는
임베딩(embedding) 과정을 거쳤다. 불용어는 기존
NLTK 에서 제공하는 사전을 이용해 제거하였다.

슬픔

어휘 목록
frustration, resentment, tension, rage,
tolerance, heartache, etc.
uncertainty, terrify, unhappiness
rejection, insecurity, obstacle, etc.
happiness, peace solace, relief, satisfaction,
fleeting, etc.
unconditional, passionate, adore, cherish,
ourself, worthy, lovable, etc.

heartache, pain, loneliness, despair,
sorrow, emptiness, excitement etc.

<그림 2>는 연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NLTK
포스트
(Post)

Embedding
포스트
토큰화

<표 3>는 사용자들이 각 감정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한 emoji 를 정리해 놓은 표이다.

Padding
포스트
벡터화

다중감정
분석모델

아래의 결과 역시 해당 감정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Ekman(1992)의 감정 표현[8]과 유사한 표정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이터 역시 분석에

그림 2. 데이터 처리 과정

사용하였으며, emoji 유무에 따른 성능의 차이도
확인해보았다.

준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Logistic
Regression (LR), Decision Tree (DT), Random

표 3. 감정 별 주요 emoji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Long

감정

Emoji
😠(angry face)

Short-Term Memory (LSTM), 총 6 가지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LSTM 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의 한 종류로서 배열(sequence)의 형태를

분노

😡(pouting face)
😤(face with steam from nose)

갖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신경망이다.

😨(fearful face)

두려움

😱(face screaming in fear)
😬(grimacing face)
😊(smiling face with smiling eyes)

4. 결과

즐거움

😌(relieved_face)
😎(smiling face with sunglasses)

4.1 단어와 이모티콘의 분포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각 감정들을 대표하는

😘(face blowing a kiss)

어휘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2>은 공통
단어를 제외한 5 가지 감정 각각의 유니크한 어휘

사랑

💘(heart_with_arrow)
🥰(smiling face with 3 hearts)

목록이다. 각 어휘 목록은 해당 감정과 유사하거나

😔(pensive face)

상관이 높은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훈련하였다.

슬픔

😭(loudly crying face)
💔 (broken heart)

2

https://pypi.org/project/emoji/

4

keras library: https://keras.io/

3

scikit-learn library: http://scikit-learn.org/

5

NLTK: https://www.nlt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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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델 성능
LR, DT, RF, SVM, CNN, LSTM 의 6 가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축한 모델의 성능을

4.3 모델에 대한 정성적 평가
본 연구에서는 word2vec 을 활용해 데이터를
임베딩 하였으며, 단어들이 어떤 의미론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훈련 데이터 80%, 검증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word2vec 의

데이터 20%로 데이터를 나누어 5-Fold 교차
검증을 실행하였다. 각 모델의 성능 결과는 아래의

most similar 함수를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4>과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LR

0.52

0.52

DT

0.35

0.32

RF

0.47

0.31

SVM

0.42

0.42

110

108

105

Val loss

114

110

104

Train acc

58.7

57.7

58.9

Val acc

56.3

56.8

59.4

Test Acc

57.0

57.4

58.3

부정-부정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해당 단어가 사용된
포스팅을 추적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저자가 명시한 슬픔 데이터의 예시
슬픔

I want more excitement in my life.

슬픔

It really sucks when you accomplish
something you consider very important but
either have no one to share your excitement
with or the people you have can't even fake
being happy for you

표 5. 모델 별 성능(딥러닝) (130 epoch)
파라미터
CNN
LSTM
LSTM(emoji)
Train loss

또는

매핑된
결과들과
다르게
긍정
단어인
‘신남(excitement)’이 부정 단어인 ‘슬픔(sadness)’과

표 4. 모델 별 성능(기계학습)
Acc
F1

모델

긍정-긍정

두

글에서

사용된

‘신남(excitement)’으로

주요
긍정적인

감정

단어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 글은 단어가 아닌 문서의 관점에서
‘슬픔(sadness)’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6 가지 알고리즘 중 LSTM 모델이 정확도
57.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emoji

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모델이 단어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기반으로 문서 전체의 의미를 유추할 수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58.3%로 일정 부분 성능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향상되었다. <그림 3>은 LSTM(with emoji) 모델의
학습 과정을 보여준다. Epoch 이 늘어날 수록
구축된 모델의 성능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text 와 emoji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과 딥러닝 활용해
사용자가 직접 감정을 명시한 글에 대한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데이터(text, emoji)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Talklife’의 사용자
포스팅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벡터화 및
임베딩 과정을 거친 후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되었다. 그 결과 글의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배열(sequence)을
LSTM
모델이

57.4%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감정을

그림 3. LSTM(with emoji) 학습과정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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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함되었을 때 58.3%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

Balahur, A., Steinberger, R., Kabadjov, M., Zavarella, V., Van Der
Goot, E., Halkia, M., ... & Belyaeva, J. (2013). Sentiment analysis in

같은 결과는 다중 감정 분류 모델의 개발에
있어 50~60%의 성능을 보여준 이전 연구[13, 14]와

the news. arXiv preprint arXiv:1309.6202.
6.

유사한 결과이다.

Chklovski, T., & Pantel, P. (2004, July). Large-scale extraction of
fine-grained semantic relations between verbs. In Int. Workshop on

Mining for and from the Semantic Web (pp. 12-23).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제 3 자가 아닌 글을 쓴
저자가 직접 명시한 감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7.

Colombetti, G. (2009). From affect programs to dynamical discrete
emotions. Philosophical Psychology, 22(4), 407-425.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8.

글 전체가 내포한 감정과 해당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9.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

emotion, 6(3-4), 169-200.
Greene, S., & Resnik, P. (2009, May). More than words: Syntactic
packaging and implicit sentiment. In Proceedings of human language

저자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감정을 문서 단위에서

technologies: The 2009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503-

유추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감정
분류 모델의 난점 중 하나였던 사람의 복잡한 감정

511).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0. Hancock, J. T., Landrigan, C., & Silver, C. (2007, April). Expressing

표현(e.g., 반어법, 은유법)[12]에 대한 감정 분류의

emotion in text-based commun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929-932).

가능성을 제시한다.

ACM.

후속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집

11. Hudlicka, E. (2011). Guidelines for designing computational models
of emo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ynthetic Emotions (IJSE), 2(1),

및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성적

26-79.

평가를 통해서 게시자 입장에서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단어들 간의 조합 패턴, 문장이 가지는 특징

12. Lakoff, G. (2008).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University of

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류 모델의 특성(feature)로

13. Lee, C., Choi, D., Kim, S., & Kang, J. (2013). Classification and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기존

analysis of emotion in korean microblog texts. Journal of Korean

연구들이

활용하였던

감정

단어

빈도

Chicago press.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Databases, 40(3),
159-167.

기반의

14. Li, W., & Xu, H. (2014). Text-based emotion classification using

방법론과 결합하여 감정 분류 모델을 보완할 수

emotion cause extrac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1(4),
1742-1749.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렇듯 감정 파악에
있어서 제 3 자가 아닌 실제 글을 작성한 게시자의

15. Murphy, S. (2015). Uploading depression. New Scientist, 228(3046),
40-43.

입장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감정 데이터

16. Parrott, W. G. (Ed.). (2001). Emotions in social psychology: Essential
readings. Psychology Press.

수집과 분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감정 분석 및 활용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17. Plutchik, R. (1984). Emotions: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Approaches to emotion, 1984, 197-219.

사회과학관련 현상(e.g., 감정과 웰빙)에 대한 이해,

18. Qiu, G., He, X., Zhang, F., Shi, Y., Bu, J., & Chen, C. (2010). DASA:

IT 서비스(e.g., 감정 기반 추천) 제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issatisfaction-oriented
advertising
based
on
sentiment
analysi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7(9), 6182-6191.
19. Rangel, F., & Rosso, P. (2016). On the impact of emotions on author
profiling.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2(1),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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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자인

1. 서 론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이해하여

1.1 연구 배경

컨셉을

제안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웨어러블

수집, 분석, 해석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영감을 얻게
된다.

전통적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물인터넷

상호작용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제품
시스템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형성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데이터를 디자인 컨셉 창작의 재료로 활용하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빅데이터는 또한 사람,

시도가 많이지고 있다. 즉,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그들의 습관과 선호도 및 행동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데이터는 사용자와 디자인 대상을 이해하고, 컨셉을

수집, 분석할 수 있고 이로부터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데이터의

통찰을 얻을 수 있으므로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학습의

패턴을 이해하여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

풍부한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Marr[2]는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기기등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특성을

5V

다음의

로

설명한다: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 and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해
컨셉을 만들어가는 데이터 기반 기다인(data-enabled

Value.

design)개념으로

다양성(variety)과

4

서비스들은

반영하여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점점 더 지능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 창조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제품,

사용자들의 일상 생활에 연결되고 사용자의 일상을

데이터는

참고자료로 간주가 되었으나, 점차 디자인 프로세스가

발전하고

같은

차산업혁명

디자인

분야에서는

특히

가치(value)에

데이터의

중점을

둔다.

키워드의 하나인 데이터를 디자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디자이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하기

있다.

프로세스에서

때문이다. 이를위해 디자이너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방법, 시각화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목표로

예를들면 사람들의 행동을 과거처럼 실험의 상황에서

따라서,
한다.

본
이를

연구는
위한

디자인
연구

방법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과 접근을 문헌

관찰하거나

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다.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최근

디자이너가 등장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찰하는 등

대면

인터뷰를

하는것이

아니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중심 디자인의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새로운 참여의 형태 등을 구상해 낼 수

사례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사용자

있어야 하는 것이다[3].

디자인 관점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데이터의

1.2 연구 목표와 연구 방법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디자인 방법의
본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다루어져왔고

기대한다.

어떠한

주제어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디자인 프로세스, 데이터 기반 디자인(dataenabl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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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구 방법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선행 연구 고찰을

디자인 문제를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며

통해 3 단계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창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 디자인 결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사용자 디자인

도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6].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관점에서 정보 시각화는 정보 분석 방법 중 하나로써

논의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중있게 활용되어 왔다. 시각화된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정보 구조를 더 직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7].

2. 데이터와 디자인 프로세스

정보 시각화의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2 차원이나

2.1 문제 해결의 근거로서의 데이터

3 차원에서 구성된 시각화 방법에 새로운 차원을

데이터를 디자인 솔루션의 근거로 활용하는 단계로서

연관되는

디자인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자

&

Eppinger[4]는

적절히

대입하면서,

차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데이터를

하는 것이다. 디자인 프로젝트는 그 속성상 디자인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Ulrich

정보에

대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문제점들이
Product design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수집된

and

development 에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와

정보를 2 차원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차원을 더하면서

컨셉을 검증하는 단계에서의 사용자 데이터 활용에

3 차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용자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해석하고 그것들을 분류해서 사용자 니즈 체계도를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문제

만든다. 사용자 니즈 체계도를 만든 이후 추가적인

발견과 해석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용자 설문을 통해 니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열쇠라고 할 수 있다[8].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용자가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디자이너의

과정의

제안을 보고 그 필요성에 공감한, 이른바 ‘잠재적

연구[9]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각기

니즈’들을

다른 해석의 관점을

구분해

내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안한

통합하여 시각화 함으로써

사용자의 니즈를 식별해 나가는 프로세스는 구조화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면밀히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될 수는 있지만 확립된 과학적 절차가 있는것이

프로세스를 제안한 연구[10] 등은 수집된 데이터

아니어서 디자이너들은 여러 시간 동안의 사용자와의

안에서 의미의 패턴을 찾아내어 더 깊이있는 통찰을

상호작용을 통해 정확한 니즈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

도출해내야 한다. 제품 컨셉에 의해 사용자의 요구가
적절히
예측하며

충족되었는지
컨셉을

평가하고

구체화해나가는

시장
컨셉

가능성을

2.3 Creative material 로서의 데이터

검증의

단계에서도 사용자 니즈를 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린, 에이자일[11] 등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조사, 실행,

제품의 컨셉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수집하여

평가의

과정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디자인

측정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용자 데이터의 질적

프로세스내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적용하는 방법이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진화하고 있다. 즉, 사용자 니즈 파악과 실행의 단계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의 활용 사례, 즉,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사용자 니즈 파악과 컨셉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되었다.

분석하는 과정은 Kollenburg 가 설명하는 데이터

과거의

사용자

니즈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하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선형 프로세스에서

활용의 첫번째 단계, 즉 데이터를 솔루션의 일부로

벗어나 지금은 센서 등을 장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단계와 일치한다[5]. 특정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니즈나 맥락 정보에 대해

사전에 정의하고 솔루션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게

평가하는 데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 즉,

되었다.

문제 해결안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디자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수신 할 수 있기

활용하는 단계이다.

때문에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디자인(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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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design) 에서는 정량적 센서와 정성적

수집된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기존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맥락 탐색을 목표로 한다.

퍼소나는 사용자 행동의 직접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 경험 및 상황에 대한 깊은

관찰자의 견해가 들어간 해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인 디자인 개입을

하며 데이터의 수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원격으로 제공함으로써 탐색하기 까다로운 사용자의

부족하여 설득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미묘한 뉘앙스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12].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데이터 기반 퍼소나이다.
이것은 특정 유형의 실제 사용자들의 빅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디자인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있어
가장

큰

프로세스에

특징은

코디자인

디자이너가

접근처럼

물리적으로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사용자를 대변할

디자인

수 있고 또한 특정 시장안에서 특정 사용자들이

등장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16].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사용자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고
사용자들을

평소의

생활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

퍼소나는

로우

데이터에서부터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디자인, 인터뷰,

상향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퍼소나

설문지 등과 같은 사용자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생성 방식(설문 조사, 인터뷰 등)과 차이가 있다.

사용자와 디자이너의 상호 작용이 관찰되었는데[13],

사용자의

이것의

타입을

방식이다. 예를 들어 로그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사용

활용하여 원격으로 추적 데이터와 실시간 피드백을

의도 등이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Zang et al.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이 사용자 경험의

[17]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퍼소나를 만드는

대안으로

데이터

기반

프로토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14].

행동만을

기반으로

퍼소나를

만드는

과정을 다음의 두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2,400 명의
사용자로부터

또한 고정된 조사 수단으로 프로토타입을 도입하는

3,500,000

회의

클릭을

집계하여

39,000 개의 clickstream 을 구분해 내고 이로부터

대신 원격에서 수집된 통찰력을 기반으로 더욱

최종적으로 10 개의 공통적인 workflow 를 식별해

구체화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구인

낸다. 둘째, 10 개의 workflow 로 부터 5 명의

데이터 캔버스를 활용한다. 데이터 캔버스를 통해

퍼소나를 추출하기 위해 혼합 모델을 사용한다. 동일

사용자가 그들이 관심있는 데이터와 그것의 특정

사용자는 제품을 사용할 때 비슷한 목표와 행동을

사용 사례들을 연구자들과 함께 탐색하는 것이

한다. 즉 비슷한 빈도의 공통적인 workflow 를 가진

가능해졌다. 또한 데이터 캔버스를 통해 연구자들은

사용자가 동일 퍼소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데이터 캔버스의 정보값을 변경해 가면서 맥락적

가정은 혼합 모델을 활용하여 퍼소나를 생성하는

통찰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또 다른

기초가 된다. 혼합 모델은 각 사용자를 퍼소나 중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15].

하나에 할당하고 각 퍼소나를 고유하게 정의하는

이러한 단계는 상황에 기반한 데이터를 사전 정의

공통적인 workflow 빈도를 특성화한다. 이와 같이

없이 디자인의 창의적인 재료로 활용하는 단계라 할

데이터에 근거하여 도출된 퍼소나는 맥락 정보의

수 있다.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해 줄 수 있다.

3. 데이터 기반 디자인에서의 데이터 활용 변화

3.2 데이터 기반 캔버스(Data enabled canvas)

사례

사용자의

3.1 데이터 기반 퍼소나 (Data driven persona)

참여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적극

반영되어, 데이터 자체를 creative material 로 쓸 수

네트워트 접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은

있게 한다. 이전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 접속 기록을 포함한 각종 이용 데이터들을

보여져왔던

연구자들의

아닌

활용할 수 있고, 추적 센서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사용자의

의견

사용자와

연구자가

것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러한 사용자행동 데이터를

또한 데이터 수집의 환경이 실제의 일상 환경에서

보면 어떤 사용자가 무슨 행동을 했고, 왜 그러한

원격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

사용자의 본래의 경험에 더욱 다가간 데이터를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퍼소나의 신뢰성의 한계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함께
이용해서

사용자

통한

(해석되지 않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를

수집이

퍼실리테이팅을
수집하는
수집하는

데이터를
접근이다.
것이므로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를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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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의 uGrow 프로젝트 (부모들의 신생아 케어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에서 한 단계 발전된
데이터

기반

디자인(data-enabled

design)

프로젝트에 이러한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부모와 의료 전문가들(healthcare
professionals)간의 상호 작용에서 부모의 아기 케어
추적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부모의 아기 케어 추적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더 가치있게 만드는 데에
그림 1 Family Toolkit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이다.
실제 로그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 대시보드
(data enabled canvas)를 제공하여 부모와 의료
전문가들이 관심있는 데이터와 그것의 특정 사용
사례를 함께 탐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앱(App)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부모)와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이다[18].
데이터 기반 캔버스(Data enabled canvas)의 구성은

그림 2 HCP(의료 전문가) Dashboard

다음과 같다.
(1) Family Toolkit : 가족 툴킷은 각 참여자의

이러한 데이터 기반 캔버스 (data enabled canvas)를

가정에서 수집 된 데이터를 통해 부모와 의료

통해서 무슨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전문가들 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대해 탐색할 수 있다. 대시 보드에 데이터 포인트에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한 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잠들기 쉬움', '역류에

다목적, 동적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툴킷은 물리적

대한 반응' 및 '깨어나는 자세' 등 참가자(부모)들이

데이터 로거 모음과 터치 스크린에 표시된 상위 대시

부여하는 레이블의 표현들이 프로젝트 초반보다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19]. [그림 1]

세밀하게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2) HCP(의료 전문가) Dashboard : HCP 대시
보드는

참여자

없었던, 동적인 데이터 지원 캔버스에서 이루어 낸

데이터간 관계 및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확대 /

성과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한 경험은 부모와

추가

필터

및

로그
추가

데이터와

이것이 기존의 베이비 앱 uGrow 에서는 볼 수

함께

축소하는

가족들의

컨트롤

기능을

의료 전문가들 간의 협업 데이터 레이블 변경

제공한다[20]. [그림 2]

프로세스에 영감을 주었고 이를 통해 디자인 리서치

(3) Researcher Dashboard :연구원은 모든 참가자 및

팀은 이전에는 반드시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의

HCP 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원 대시

가능성과 오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22].

보드에는 HCP 대시 보드의 내용뿐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와 참가자가 대시 보드를 방문 할 때의 일부

4. 결론

메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탐색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4.1 논의

또한 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고 새로운 기능을 시험해
볼

본 연구의 2장에서 고찰한 데이터 활용의 진화가

수 있는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가져온 변화를 다음의 두 가지의 논점으로 정리해 볼

있다[21].

수 있다.
(1) 데이터의 의미의 진화 (데이터가 프로세스 자체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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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ich & Eppinger[23]가 디자인 개발프로세스에서

대한 연구는 Sanders를 필두로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자의 니즈를 수집하는 단계를 언급했던 것처럼

전개되어 왔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의 한

빅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상호교환을 기반으로 한

방법적 접근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제품,

제품, 서비스 (IoT) 개발이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시스템이 스스로 생산해 내는 상호교환 데이터들로

수집하는 과정 보다는 제품, 서비스 자체가 생산해

인하여 사용자들이 체계적이고 원격적으로 관찰되고

내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재가공 하면서

기록될 수 있게 된 것이다[26].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파악되는 의미가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데이터 수집 과정의 윤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데이터 수집이 별도의 프로세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서비스가

스스로

데이터를

데이터를 더 이상 전문가들의 퍼실리테이팅이 필요한

생산,

실험 (혹은 워크샵)의 환경이 아닌 실생활에서

가공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를 포함한 개발자들은

추출하는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을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사용자와 전문가가 함께 살펴보고 의미

장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함께

발견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의 디자인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프로세스에서의 주도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과정이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에서 실시간 수집과 분석으로 변화하게
4.2 후속 연구

되면서 사용자가 전문가와 함께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의미 발견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데이터

인해 데이터가 아이디어의 뒷받침 자료가 아니라

활용의 진화가 가져온 변화와 그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자체가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다.

것이다. 즉,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것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수렴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디자인(data-enabled

사용 행위 자체가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프로세스의

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캔버스(data

enabled

(2) 데이터 활용의 변화가 가져온

design)에서

변화를

가져온

canvas)가

디자인

데이터
단일

기반

사례에서

나아가 일반적인 제품/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참여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디자인(data-enabled

형태의 진화
Sanders[24]는

기존의

사용자

중심

design)의 디자인 프로세스 프레임웤을 제안할 수

디자인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에서의 전통적인 사용자 요인들과는 구별되는
인간 중심 디자인 접근 방법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서 Sanders는 사용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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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아닌, 디자인 논의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이

제안하는 등 디자인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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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험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반영할 수 있는 표현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는
사용자들의

참여의

결정하므로

Sanders는

정도가

그

연구의

디자이너들이

질을

참여자들로

참고 문헌

하여금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들과

전문가들

[1,3, 26] Marti, P., Megens, C. and Hummels,C. DataEnabled Design for Social Change: Two Case Studies,
Future Internet 8(4). 46. 2016.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2] Marr, B. Big Data: Using SMART BigData,
Analytics and Metrics to Make Better Decisions and
Improve Performance, NJ, USA: JohnWiley & Sons:
Hoboken. 2015.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25].
사용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에 대한 감정, 상상,
문화적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다시
말해 정성적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 15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4,6,23] Ulrich, K. T. & Eppinger, S. D.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2016.
[5,15,18-22] Kollenburg, J., Bogers, S., Rutjes, H.,
Deckers, E., Frens, J., and Hummels, C. Exploring the
Value of Parent-Tracked Baby Data in Interactions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 AData-Enabled Design
Exploration. CHI ‘18: Proceedings of the 2018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12. 2018.
[7] Card, S. K., Mackinlay, J. D., and Shneiderman, B.
Readings in information visuali-zation: Using vision
tothink. In S. K. Card, J. D. Mackinlay, & B.
Shneiderman
(Eds.),
Informationdisplay.
San
Francisco, CA: Morgan Kaufmann. 1999.
[8] 정의철. 창의적 문제 발견 및 해석을 위한 디자인
정보
기반
시각화
방법
분류체계
한국디자인포럼, Vol.45 411-420. 2014.

제안.

[9] 연명흠, 이은솔 & 성지수. 개방형 카드 소팅 분석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2015 한국 디자인 학회 봄
국제 학술대회 112-113. 2015.
[10] 이주연, 정의철. 다양한 관점 통합 기반 정보 분석
시각화를 통한 니즈 해석 방법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2019 No.5, 122-127, 2019
[11] Gothelf, J. and Seiden, J. Lean UX :applying lean
principles to improve user experience, Sebastopol,
CA: O’reilly. 2013.
[12,14] Bogers, S., Frens, J., KollenburgJ., Deckers, E.,
and Hummels C. Connected Baby Bottle: A Design
Case Study Towards A Framework for Data-Enabled
Design. DIS 2016: Proceedings of the 2016 ACM
Conference on Designing Interactive System. 301311. 2016.
[13,25] Stappers, P., van Rijn,H., Kistemaker, S.,
Hennink, A. and Sleeswijk Visser, F. Designing for
otherpeople’s strengths and motivations: Three cases
using context, visions, andexperiential prototypes,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 23. 174-183.
2009.
[16,17] Zang, X., Brown, H. and Shankar, A. Datadriven Personas: Constructing Archetypal Users
withClickstreams and User Telemetry. CHI ‘16:
Proceedings of the 2016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5350-5359. 2016.
[24] Sanders, E. and Stappers, P.Co-creation and the
new landscapes of design. CoDesign, 4(1). 5-18.
2008.

- 156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Applying the Focused Day Reconstruction Method for Extracting
Product-Environmental Risk Factors from Electric Kick Scooter
Risky Episodes
Kyung-Jun
Lee

May Jorella
S. Lazaro

Chan
Hyeok Yu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Department of

Dounggun
Park

Myung Hwan
Yun

Department of

Industrial

Department of

Department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Industrial

Industri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Industrial

Program in

Industri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Cognitive
Science, Seou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seerjun@snu.ac.kr

University

Sungho Kim

University

mhy@snu.ac.kr

Abstract

1. Introduction

In developing or improving a product, gasping
context of use is one of the first and important

Currently,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urban
areas has reached approximately 80%. Resulting to

tasks. Accordingly increasing personal mobility

an increase in problems with traffic congestion and

accident rates, this study introduces Focused-Day
Reconstruction Method (F-DRM) to gather

transportation related accidents that cost about 34
trillion won and 17 trillion won respectively [15,

unsafety episode of electric kick scooter users and

17]. With this,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extract risk factors from those episodes. The
proposed F-DRM consist of episode description,

smart city and advanced transportation system

perceived

dangerous

level,

risk

continues to grow.

product-

Accordingly, personal mobility-related accidents

environmental factor, and so on. 27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nd reported 20-40 episodes per

had increased from 49 reports in 2016 to 258
reports in 2018. Moreover, it was reported that

person in three weeks. General description of F-

67.7%

DRM results is reported, and pair of product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clustered for

of

personal

mobility-related

accidents

caused severe head and neck injuries [7, 14]. This
show how severe and alarming personal mobility-

extracting context of risky episodes. Extracting

related accidents are in comparison with the

high-rank risk factor pairs, the factor pairs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through K-means

conventional transportation system.

clustering. ANOVA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Even though the attention of the safety aspect on

among the clusters based on perceived dangerous
level and frequent of factor pairs. In riskiest cluster

personal mobility is escalating, there are lack of
researches for safety aspects on the personal
mobility product. Majority previous researches

contains pairs of ‘Wheel’-‘Obstacle’, ‘Wheel’-

dealt

‘Road surface’, ‘Wheel’-‘Road type’, and ‘Brake’‘Road type’. These factors are interpreted by detail

with

personal

mobility

studies

about

satisfaction, acceptability, or usability considering
performance of personal mobility [12]. Though

risk factors to grasp context of risky episode. From

electric kick scooter sharing platform rapidly

the proposed F-DRM, risk factors derived out of
the risky episodes are discovere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further establish experiments to

propagating, there are some researches only exists
investigate about safety of electric bicycle and

improve the current electric kick scooter design.

Segway type [2, 5, 8, 10, 11, 13].

Keyword

Furthermore, most of the previous user experience
studies about personal mobility products have

Electric kick scooter, Day reconstruction method,

focused on short-term evaluations and initial

Risk factor extraction, K-means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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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F-DRM

adoption of the new product designs. Thus,
neglecting the investigation of the long-term
experience of the users despite its importance [9].

In order to grasp the context of the risky episode,
the F-DRM consist of several questions. Table 1.

In order to bridge this gap in literature, this study

shows the questions of F-DRM. ‘Date’, ‘Time’,

aims to utilize a modified version of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to evaluate long-

‘Driving distance’ and ‘Results of the episode’ are
asked as part of the background information.

term user experience in this context.

‘Type of episode’, ‘Accident /dangerous situation’,

The DRM, introduced by Kahneman et al., is a
representative method for assessing long-term user

‘Road type / Place’, and ‘Action taken’ are asked in
order to collect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experience that can reflect the chronological

the episode.

process of behaviors and emotions experienced in

Table 1. Question list of F-DRM

daily activities [4, 6].

Questions

In order to obtain specific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 new type of method that can assess
long-term
user
experience,
Focused
Day

Description

Type of episode

If the episode occurred while
driving, inspecting, during
maintenance, or etc.

Date/Time/Diving
distance

Basic Information

Reconstruction Method (F-DRM) was proposed.
In F-DRM, participants are asked to record
specific instances or experiences by answering a
daily questionnaire with both objective (forcedAccident

choice) and subjective (narrative) questions. This
would reduce input error and would just collect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study’s purpose.

/

Just

dangerous situation

Whether accident occurred
or just dangerous situation

Perceived

Perceived dangerous level in

dangerou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assessing the user’s

level

7-point Likert scale.

actual experiences with our own version of DRM,
F-DRM. F-DRM is created to reduce distorted

Product factor

Selection
factors’

Detail product factor

Selection of the detail factor
list of chosen ‘Product
factor’

Environmental factor

Selection of the ‘Env. factors

Detail
factor

Selection of the detail factor
list of chosen ‘Env. factor

memory and other biases. Collected data with FDRM were used to identify risk factors while users
are using an electric kick scooter (Also called as
electric kickboard in South Korea).

2. Methodology
Collecting Data

environmental

Description of situation

Description
of
initial
situation focus on danger
factors

Action taken

Description of participant’s
action to prevent accident or
reduce damage.

Results of episode

Description of episode results

episodes that involves dangerous situations while
The participants’ responses were collected using a
shared

‘Google

Spreadsheet’.

Responses

were

‘Product

Type of driving road or place
where episode occurred.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port 20-40
using the electric kick scooter for three weeks.

the

Road type / Place

A total of 27 participants (Age: 17 – 41 years)
were recruited for F-DRM experiment in order to
acquire information about their daily experience.

of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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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

List of product-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dangerous level and choose which of the product
and/or environmental-factors caused the episode.

detail factors are extracted from previous research
on kick scooter done by researchers of this study.

‘Perceived dangerous level’ refers to the degree of

3. Results

perceived dangerousness of the participants during

Data description

that episode.

A total of 637 F-DRM cases were recorded from
27 participants in the span of three weeks. 13.2%

Table 2. shows the list of ‘Product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Every product or
environmental factor contains a list of ‘Detail

(84 cases) were accidents and 86.8% (554 cases)

4. These factors are listed based on Product

were dangerous situations. 26 unusual cases were
removed from the whole dataset using the

Functional Analysis and previous research.

Anomaly Detection Procedure in SPSS [3]. Thus,

Table 2. Lists of product and environmental factors

only 611 cases were considered for further analysis.
The frequency distribution based on the perceived

Attribute

dangerousness level is shown in the Figure 1.

factors’. Examples are shown in Table 3 and Table

Factors
Wheels, Motor, Battery, Charger,
Sensor, Display, Deck, Handle, Saddle,

Product

In Figure 2., crosstabu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239 of the cases were caused by an interaction

Brake, Controller Accelerator, Main
Body, Portable Handle, None

Environmental

between the product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398 of the cases were caused by either product
or environmental issue. This study focused only on

Slope, Road Surface, Road Type,
Barrier, Parking, Transport, Weather

cases which reported an interaction between

condition, Brightness, Noise, None

‘Product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Table 3. Example of detail product factors
Product
Factors

Normal

Defect

Wheels

Small
wheels,
Oversized
wheels,
Poor
suspension
elasticity,
High
suspension elasticity

Low air pressure,
Wheel shaft, Broken
suspension

Handle

Stiff handle, Loose
handle, Insufficient,
grip
friction,
Oversized
handle,

Broken handle

Figure 1. Distribution of ‘Perceived dangerous level’
Env. Factor

Small handle

Prod. Factor

.

Environmental Factor
Slope

Display

1

Motor

2

Wheels

2

Weather
condition

Environmental
Factors
Slope

Road Surface

Detail Factors

Noise None

4
2

Battery

4

1

Main Body

5

5

Brake

1

6

2

13

2

8

26

1

2

Saddle

2

6

Accelerator

2

35

1

2

Charger

Steep uphill, Gentle uphill, Gentle
downhill, Steep downhill, Flatland

Handle
Portable
Handle

1

Brightness

Parking

1
3

1
3

1

2

5

2

6

3

5

5

1

1

13

1

1

4

59

2

27

1

69

9

1

2

12

8
1

8

2

7

21

1

4

2

1

1

2

1

Figure 2. Crosstabulation of ‘Prod. Factors’ and ‘Env.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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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2

7

Road
Type
3
2

15
3

14

Controller

Wet road, Asphalt, Gravel, Brick style,
Lawn

19

5

8

Obstacle

8

14
1

Sensor
None

Transport

3

Deck

Table 4. Example of detail environmental factors

Roa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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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ng riskiest factor pair group

4. Discussion

Episodes that involved an interaction between
‘Product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found to have a
potential in determining key risk factors regarding
the user’s experience with electric kick scooter.

clustered according to the average ‘Perceived
dangerous level’ and reported frequency for each
pair. Following the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DRM, majority
of the cases (68%) yielded low perceived
dangerousness rating (3 and below). Since F-DRM

(AIC) the data were clustered into three groups.
AIC plot presents adequate number of clusters
which is the lowest value in the plot [16]. From the

examined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on a

AIC plot, the candidate numbers of clusters were

daily basis, the possibility of an extremely risky
situation to occur is quite low. However, cases

three, four and five.

with low risk level can still be considered as

K-means clustering was conducted to test the three
different model clusters and it was revealed that

important factors due to its frequent occurrence.

dividing the pairs into three clusters yields best fit

episodes

for the data.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clusters was verified through one-way ANOVA.

environmental factor. This might indicate that in
these situations, the participants felt tha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angerous situation was caused by only a singl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clusters in terms of
the perceived dangerousness level (F(2, 56) = 2.569,

factor. However,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F-DRM in terms of extracting the context of

p = 0.086).

the dangerous situ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The cluster with the highest average for perceived
dangerousness level includes four pairs. These are

factor pairs.

‘Wheel’ - ‘Obstacle’, ‘Wheel’ - ‘Road surface’,

the ‘perceived dangerous level’ and the number of

‘Wheel’ - ‘Road type’, and ‘Brake’ - ‘Road type’.
Further investigation with regards to the details of

occurrences into three to five clusters is
recommended. Through K-means clustering and

the factors listed is shown in Figure 3.

ANOVA, it is confirmed that dividing the data into

As shown in Figure 3., most frequently reported
detail factors are ‘Small wheels’, ‘High suspension

three clusters would best fit the data. Results show
that two product factors (wheel and brake) and

As can be seen in Figure 2., there are number of

Env. Factors

Obstacle

Raised
Pavement
(above
100mm)
Raised
Pavement
(100mm)
Damaged
Road
Rough
Asphalt
Gravel

Road Surface Brick-style

Road Type

Small
wheels

Poor
suspension
elasticity

4

1

1

1

3

4

1

3

3

5

3

Low air
pressure

Lawn

1
2
8

or

3

shows

the

detailed

risk

factor

crosstabulation of the factor pairs with the highest

Brake

risk level. Results show that the ‘small wheel’ is one
of the major causes that make the participants feel

Normal

Too strong
Broken
Delayed Oversensitive
electromagnet
suspension
brake
brake
brake

that they are in danger. Even if the wheel does not

1

have any defect, its size in itself already made the
participants
feel
unsafe
across
various
1

environmental conditions. From these results, it can

1

be seen that further investigation with regards to
the recommended size of the wheel considering

1

Wet Road
Straight
Road
Curved
Road

High
suspension
elasticity

factor

highest risk level.
Figure

Defect

product

and road type) belong to the cluster with the

‘Straight Road’, and so on.

Wheel

either

three environmental factors (obstacle, road surface

strong electromagnet Brake’, ‘Delayed brake’,

Normal

just

AIC revealed that dividing the factor pairs based on

elasticity’, ‘Damaged road’, ‘Rough asphalt’, ‘Too

Prod.Factors

with

2

5

3

3

1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s necessary. The F-

1

DRM findings could serve as a basis for further
experiments investigating the proper design of the

Figure 3. Crosstabulation of detai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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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onents considering factors such as

psychophysics scale, and other several qualitative

vibration, perceived risk level and safety factors.

data are yet to be analyzed. This data is expected
to generate more detailed findings about safety

Moreover, based on the results, ‘high suspension

issues of electric kick scooter drivers considering its

elasticity’ shows high level of risk in ‘rough asphalt’

context.

and ‘straight road’ environment. The rough asphalt
road might have led the drivers to feel unsafe and

Collected risky factors are solely in perceived risk

uncomfortable because of the vibration induced on

factors while using electric kickboards. Because not

the device and the driver. On the other hand, in
‘straight road’ condition, when the driver

all accidents are perceived from driver in advance,
it must be inspected for unperceived factors

accelerates to obtain a higher velocity, ‘high

composing electric kick scooters.

suspension elasticity’ could cause a fluctuation on
the device and the driver. Thus, causing the drivers

This study handles perceived risk factors owing to
research goal which is verifying the proposed

to feel unsafe.

inquiry methodology. If unperceived risk factors

In summary, findings from the F-DRM could serve
as a reference or basis for planning an experiment

are inspected and combined with results of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o be contribute developing

to further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that was

safety aspect of electric kick scooter.

extracted in this study.

Reference
5. Conclusion

1. Bargas-Avila, J. A., & Hornbæk, K. (2011,
May). Old wine in new bottles or novel

In order to figure out which factors affected the

challenges: a critical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user experience. In Proceedings of the

usage of the product the mo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each factor considering its context [1].

SIGCHI

This study proposed the F-DRM and analysis
methodology to extract probable risk factors that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2689-2698). ACM.
2. Castonguay, S., & Binway, P. (2006). Pilot

make the users feel unsafe.

Project

for

Evaulating

the

Segway™

HT

From the product factors, ‘Wheel’ and ‘Brake’ are

Motorized Personal Transportation Device in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product

Real Conditions.

factor ‘Wheel’ has the most frequent number of
issues with environmental factor ‘Obstacle’, ‘Road

3. Coluccia, A., D’Alconzo, A., & Ricciato, F.
(2013). Distribution-based anomaly detection

Surfaces’, and ‘Road Type’. On the other hand,

via generalized likelihood ratio test: A general
maximum
entropy
approach. Computer

‘Brake’ has the most frequent number of issues
with ‘Road Typ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findings
from the F-DRM can be adopted in order to

Networks, 57(17), 3446-3462.
4. Diener, E., & Tay, L. (2014). Review of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Social

develop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for safety
design. This results could be served as a reference
or basis for planning an experiment to further

Indicators Research, 116(1), 255-267.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that was extracted in

5. Dozza, M., Piccinini, G. F. B., & Werneke, J.
(2016). Using naturalistic data to assess e-

this study.

cyclist behavior.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In this study, risk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41, 217-226.

electric kick scooter and its probable application to
product design are reported. However, data such as

6. Karapanos, E., Zimmerman, J., Forlizzi, J., &
Martens, J. B. (2009, April). User experience

‘degree of accident’, and ‘likelihood of accident’ in

- 161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over time: an initial framework. In Proceedings

electric

bicycle. Journal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729-738). ACM.

Technologies, 2(01), 1.

of

Transportation

12. Mouwen, A. (2015). Drivers of customer

7. Kim, Y. W., Park, W. B., Cho, J. S., Hyun, S. Y.,

satisfaction

& Lee, G. (2018). The New Recreational
Transportation on the Street: Personal Mobility,

with

public

transport

service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78, 1-20.

Is It Safe?.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31(3),

13. Noguchi, S., & Jeong, S. (2013, October).

125-134.
8. Kovácsová, N., De Winter, J. C. F., Schwab, A.

Evaluation of rapid rider weight shifting
behavior for a stand-riding-type self-balancing

L., Christoph, M., Twisk, D. A. M., &

personal mobility vehicle: Pilot study. In 2013

Hagenzieker, M. P. (2016). Riding performance
on a conventional bicycle and a pedelec in low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ICCAS 2013) (pp.

speed

1474-1479). IEEE.

exercises:

Objective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14. Samsung
Transportation
Safety
Cultural
Institute. Expert of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sychology and behaviour, 42, 28-43.

Series Vol. 13. Expert of Traffic Accident

9. Kujala, S., Roto, V., Väänänen-Vainio-Mattila,
K., Karapanos, E., & Sinnelä, A. (2011). UX

Prevention Series Vol. 13.
15. Sim, J., & Yoo, J. Estimation of 2010 Traffic

Curve: A method for evaluating long-term user

Accident Costs in Korea, Estimation of 2010

experience. Interacting with computers, 23(5),

Traffic Accident Costs in KoreaXii

473-483.

16. Snipes, M., & Taylor, D. C. (2014). Model
selection and Akaike Information Criteria: An

10. LI, A., & Ando, R. (2013). Measuring the
acceptability of self-balancing two-wheeled
personal

mobility

example from wine ratings and prices. Wine

vehicles. Journal

Eastern Asia Society
Studies, 10, 444-453.

for

of the
Transportation

Economics and Policy, 3(1), 3-9.
17. The 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Estimation
of 2015 Traffic Congestion Costs. Estimation of

11. McLoughlin, I. V., Narendra, I. K., Koh, L. H.,
Nguyen, Q. H., Seshadri, B., Zeng, W., & Yao,

2015 Traffic Congestion Costs (pp. 1–5).

C. (2012). Campus mobility for the future: the

- 16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포털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신조어 목록 자동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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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연어처리(NLP)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 단위로
문장을
분해하는
토크나이징(Tokenizing)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한국어 토크나이저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토크나이저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신조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고, 따라서 사용자들은 사용자
사전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이를 수동으로 보정해야
한다. 포털 뉴스는 당시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일 3 만여 건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목은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 비지도학습으로
단어를 추출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본 눈문에서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한국어 NLP 도구인 soynlp 를
네이버 뉴스 기사 전체에 적용하여 매주 신조어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존의 한국어 토크나이저에
추가하여 신조어에 원활히 대응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신조어, 온라인 뉴스, 비지도학습

1. 서 론
일상 언어인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자연어처리
(NLP)는 다양한 모델과 기법으로 행해진다.
말뭉치로부터 토픽을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1]과
단어 간 유사도를 반영하여 단어의 의미를 벡터화
하는 Word2Vec[2]과 같은 기본적인 기법들은
수많은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BERT[3],
XLNet[4]과 같은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는 최근
많은 NLP 과제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NLP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토큰(Token)이라 불리는 기본 입력
단위로
나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토크나이징의 결과는 최종적인 NLP 작업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5].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등을
붙여서 의미를 만드는 교착어이므로, 띄어쓰기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수행하게 되면 독립적 의미
단위에 조사, 어미 등이 붙어있는 형태로 출력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분해하는 형태소 분석기가
등장하였으며, 많은 한국어 NLP 연구에서 전처리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나는 신조어에 대해 세종 코퍼스
등 전통적인 사전에 기반한 형태소 분석은 제대로
단어를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세돌, 알파고에 패배”라는 구문을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토크나이징하면 “알파고”라는
고유명사가 “알(egg)”과 “파고(wave height)”의
형태로 나뉘어 추출된다.
위의 예시처럼 분석 결과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 많은 형태소 분석기는 사용자 사전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NLP 를
위한 패키지인 KoNLPy[6]를 통해 제공되는
mecab, 꼬꼬마 등의 형태소 분석기는 사용자가
직접 분석기가 참고하는 사전에 단어와 품사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사전을 업데이트 하기에는 신조어의 양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공개된 전문 말뭉치 중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종
코퍼스는 2007 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중단되어
있어, 수많은 인터넷 발 신조어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2014 년에 구축한
‘물결 21’[7]과 같은 공개 말뭉치도 존재하지만,
세종 코퍼스와 달리 소스 파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외부 형태소 분석기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포털 뉴스의 기사 제목을 이용하여
신조어를 탐지하고, 이를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신조어 사전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배경
본 논문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한국어 NLP 패키지인
soynlp[8]를 활용하여 포털 뉴스의 제목에서
신조어를 추출한다.
2.1 비지도기반 단어 학습과 soynlp
soynlp 는 한국어 NLP 를 위한 비지도학습 기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습되지
않은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등록
문제(OOV)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은 새로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여러 개 읽게 되면, 이를
새로운 명사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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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nlp 는 한국어 어절 구조의 특징을 활용한다.
띄어쓰기가 제대로 수행된 문장의 경우 한국어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등이 어절의 왼쪽에 등장한다. 반면 문법
기능을 하는 조사는 어절의 오른쪽에 등장한다.
이처럼 어절의 양쪽을 구분해서 이해한 후, 어절의
오른쪽에 등장하는 단어를 사용해 해당 어절이
명사인지 아닌지 분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어절에 대해 명사 점수 (noun-score)를 계산하는데,
이는 응집 확률(Cohesion Probability)과 브랜칭
엔트로피(Branching Entropy)로 계산된다. 주어진
어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자주 나타나고,
해당 어절의 양쪽으로 다양한 조사, 어미, 혹은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 점수가 상승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oynlp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 중
주어진
문장에서
명사를
추출하는
noun
extractor 을 활용하여 포털 뉴스의 제목에서
신조어를 추출한다.
2.2 포털 뉴스 기사제목의 적합성
본 논문에서는 신조어를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의 제목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이버 뉴스에는 2019 년 기준 100 개 이상의
언론사가 기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12 만여
건의 기사가 올라와 기계학습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언론사에 의해 정치,
경제, 연예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기사끼리 묶어 비지도학습으로 단어를
추출하기에 용이하다. 셋째, 뉴스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등의 출처에
비하여 비교적 신조어가 빠르게 반영된다. 넷째,
뉴스 제목은 문법이 잘 지켜지고 조사 등이
일반적인 한국어 문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교착어로서 한국어 자연어처리의 어려움이 크지
않다.

네이버 뉴스는 매일 8 개의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예, 스포츠)로 발행된
모든
기사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2 년 5 월 6 일부터 2019 년 9 월
29 일까지, 총 6,356 일(908 주) 동안 네이버 뉴스를
통해 발행된 모든 기사 9,800 만여 건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에는 Python Package Index 에
등록된 portalnew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9].
3.2 기사 헤드라인 전처리
수집한 기사 제목을 soynlp 에 적절한 입력값으로
만들기 위해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사
제목에 존재하는 특수문자를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줄바꿈 및 띄어쓰기 오류 방지를 위해 연속된
공백문자가 존재할 경우, 이를 단일 띄어쓰기로
바꾸어 문장을 재구성하였다. 이후 한 줄당 하나의
기사 제목이 입력된 텍스트 파일을 주별,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총 8 개 분야에 대해 908 주 분량의
파일이 생성되었다.
3.3 비지도학습 기반 명사 추출
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각 파일에 soynlp 의 모듈
중 하나인 noun extractor 을 적용하여 단어를
추출하였다.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는
패키지에서 추천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수가 5 이상이고 noun-score 가 0.3 이상인
경우 단어로 추출하도록 설정하였다.
그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어로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첫째, 한
글자 단어인 경우 제외하였다. 둘째, 해당 단어가
숫자로만 구성된 경우 제외하였다. 셋째, 단위로
인식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500m”,
“20kg", “28 만" 등이 해당된다.
3.4 단어사전 구축 및 신조어 탐지

3.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가 공개하는 전체 기사
목록을
수집한
후,
soynlp
를
이용하여
비지도학습을 통해 신조어를 추출하였다. 전체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 도식화

3.1 기사 목록 수집

위 작업으로 확정한 분야별 단어를 주 단위로
병합하였다. 이때, 동일한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추출된 경우, 각 분야에서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분야에 속하는 단어라고 표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단어들을 시간 순으로 비교하여 단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단어 사전의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무 단어도 등록되지 않은
단어사전을 생성하였다. 이후 시간순으로 매주
추출된 단어를 이 단어사전과 비교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어들을 골라내었다. 이 단어들을 해당 주의
신조어로 표시하고 단어사전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908 주 동안 발행된 기사의
제목으로부터
총
194,349
개의
신조어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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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탐지된 신조어 예시
본 논문에서 비지도학습 기반으로 뉴스 기사
제목에서 추출한 신조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 1 은 전체 분야에서 탐지된 신조어의 일부를
주별로 출력한 것이다. 표 2 는 신조어 중 정치
카테고리로 분류된 기사에서만 탐지된 신조어의
일부를 주별로 출력한 것이다.

표 1. 전체 단어 사전 일부 (2002.05.06 ~ 2019.09.29)
150720

161107

170417

180122

190708

할롤라/452

싱데렐라/127

크라임씬/211

프로미스나인/717

불화수소/134

툰드라쇼/192

살림남/115

오태곤/161

민주평화당/245

거동수상자/114

하이그라운드/106

WESG/54

샹젤리제/74

너목보/185

페게로/188

태완이법/76

여야청/40

KARD/45

민평당/75

호텔델루나/102

갤럭시 A8/56

트럼프노믹스/34

황소개구리/38

마켓인사이드/59

호피폴라/42

표 2. 정치 신조어 사전 일부 (2002.05.06 ~ 2019.09.29)
150525

160307

171113

181224

190902

메르스/355

이세돌/69

포항지진/160

김용균법/395

동양대/741

탄저균/307

알파고/64

이국종/134

산안법/96

최성해/158

김재경/92

규격화/51

쑹타오/68

산업안전보건법/82

생기부/86

허영만/48

탄도로켓/40

추격조/55

철도착공식/44

정경심/66

희망스크럼/33

연합상륙훈련/34

귀순병사/48

홍카콜라/40

조국청문회/43

4.2 토크나이징 성능 개선
연구진은 본 논문에서 구성한 신조어 사전을 기존의
한국어 토크나이저에 사용자 사전으로 추가한 후,
신조어가 포함된 구문에 대한 토크나이징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비교하였다.
토크나이저는
KoNLPy 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중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 성능 또한 준수하다고 평가받는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였다[10].

먼저, 신조어 사전을 추가하지 않은 Mecab 의
토크나이징 결과 다음과 같이 문장이 분할되었다.
l '아이유', '여진구', '호텔', '델', '루나', '저',
'세상', '비주얼', '판타지', '호', '로맨스'
l '이세돌', '9', '단', '알', '파고', '에', '패배',
'한', '것', '이', '은퇴', '결심', '이유'
l '알릴', '레오', '홍', '카', '콜라', '배틀',
'주식', '있', '어도', '가끔', '은', '별식', '하',
'길'

비교에 사용한 예시 문장은 아래와 같다.
l “아이유·여진구 ‘호텔델루나’,
비주얼 판타지 호로맨스1”

저

세상

l “이세돌 9 단, ‘알파고2에 패배한 것이 은퇴
결심 이유’”

위에서 구성한 신조어 사전을 Mecab 의 사용자
사전에 추가한 후, 동일한 문장을 분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l '아이유', '여진구', '호텔델루나', '저',
'세상', '비주얼', '판타지', '호로맨스'

l "알릴레오 3 -홍카콜라 4 배틀… '주식있어도
가끔은 별식하길'"

l '이세돌', '9', '단', '알파고', '에', '패배',
'한', '것', '이', '은퇴', '결심', '이유'
1
2

호러와 로맨스가 합쳐진 장르를 뜻하는 신조어

구글의
프로그램
3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l '알릴레오', '홍카콜라', '배틀', '주식', '있',
'어도', '가끔', '은', '별식', '하', '길'

바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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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구성한 신조어 사전을 추가하였을 때,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에서 의미 단위로 분할되지
못했던 단어인 “호텔델루나", “호로맨스”, “알파고",
“알릴레오”, “홍카콜라” 등이 제대로 분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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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뉴스의 기사 제목만을
활용하여 신조어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기사 본문과
댓글까지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신조어와
밈(meme)까지 추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직접 명사 추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조어
목록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전산학 및 한국어 NLP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https://github.com/jeongwookie/new_korean_words.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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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2]. 특히 하나의 뉴스 기사를 읽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짧은 모바일 매체 환경에서,
카드뉴스는 짧은 시간 내 중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각인하며 전달하는데 좋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카드뉴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뉴스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카드뉴스는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중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뉴스 제작은 일반 뉴스 기사 제작에 비해 사건
요약과 시각화에 관한 노력을 추가로 요구한다. 본
논문은 이미지 카드를 사용하여 복잡한 뉴스 사건을
요약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인 CardI 를
제안한다. CardI 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동일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구별하고 각 사건에
대한 대표 기사를 선정한 후, 선정된 대표 기사를 잘
설명하는 대표 문장들을 추출하고, 각 대표 문장에
적합한 뉴스 이미지를 매핑하여 카드 뉴스를
생성한다. 본 논문은 CardI 프로토타입을
6,643 개의 뉴스 기사들에 적용하여 자동 생성된
카드 뉴스 결과를 소개하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림 1 카드뉴스 예.

하지만 일반 텍스트 뉴스에 비해 카드뉴스는 제작에
더 어려움이 따른다. 카드뉴스를 구성하는 각
카드에 들어가야 할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별해야

주제어
카드 뉴스 인터페이스, 뉴스 요약, 텍스트 마이닝

하며, 적절한 순서로 이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 텍스트 뉴스는 오랜 시간 연구되며
보편화 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구조가 있는 반면,
카드뉴스는 개별 제작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서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매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2018 년 기준,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바일 뉴스 이용률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하여 80%에 도달했다[3]. 이러한
뉴스 소비 행태의 변화에 발맞춰 국내 많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콘텐츠(이미지, 영상 등)가
포함된 멀티미디어형 기사들을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텍스트 뉴스 기사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자동 변환해 주는 시스템인 CardI 를
제안한다. CardI 는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 뉴스
기사들을 세부 사건 별로 그룹화 한 뒤 각 사건 별로
사건을 잘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와 대표 텍스트로
카드들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본 연구는
CardI 시스템의 구조와 프로토타입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카드뉴스는 대표적인 멀티미디어형 기사로, 여러
이미지 카드들을 통해 뉴스를 전달한다 (그림 1).
텍스트 기반 뉴스에 비해 카드뉴스는 사용자의
만족도, 지속 사용도 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 167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CardI System
② V ector Generator

① Data Collection
Text Crawler

③ Topic Extractor

④ M ain Article
Selector

⑤ Image Generator

DB

Image Crawler

INPUT : Text Newsdata

Doc2V ec

V ector Set

H ierarchical Clustering

PageRank

OUTPUT : Card News

(f-clustering)

그림 2 CardI 시스템 동작 개요.

기존의 기사 요약 기술에 뉴스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텍스트 기반 뉴스와 카드뉴스의 비교
텍스트 기반 뉴스는 주로 육하원칙이 요구하는
내용을 서술하며 제목, 부제목, 리드, 본문으로
구성된다. 반면, 카드뉴스는 카드에 이미지와 단문
텍스트를 압축해 담아 직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 양식이다. 또한,
카드뉴스는 뉴스 독자를 고려해 만들어진 새로운
포맷으로 전통적인 기사 작성의 원칙에 따라 제작된
텍스트 기반 뉴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읽을거리라
할 수 있다[1]. 나아가 사용자의 뉴스 만족도 및
이해도, 지속 사용 의도 등에서도 다른 뉴스 제공
방식에 비하여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

3. CARDI 시스템 구조
그림 2 와 같이 Cardi 는 (1) 데이터 수집기, (2) 뉴스
텍스트 벡터 생성기, (3) 토픽 추출기, (4) 대표 기사
선정기, (5) 카드 이미지 생성기, 5 개 모듈로
구성된다.
CardI 는 카드뉴스 생성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과정에서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수집기가 일반 온라인 뉴스
기사들을 주요 이슈 별로 수집하여 기사 본문 및
이미지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텍스트 벡터 생성기가
수집된 기사들의 제목과 본문 텍스트를 각각 잠재
벡터 형태로 변환한다.

이에 따라 카드 뉴스 생성을 보조하는 도구들이
상용화 되기도 했다 (Tyle1). 예를 들어 카드 뉴스
내 레이아웃을 손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입력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사건 내 여러 뉴스 기사들이 존재함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잘 요약하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나아가 뉴스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특정 문구와 가장
관련된 이미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듈들을 통해 카드뉴스가
생성된다.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복된 뉴스
기사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CardI 는 이슈 내
존재하는 세부 토픽 단위에서 카드뉴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일수출규제'라는 이슈에 대하여,
세부적인 뉴스 토픽으로 ‘불매운동’, ‘백색국가제외',
‘지소미아'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토픽 별로
카드뉴스가 제공된다. CardI 의 토픽 추출기는 특정
이슈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분석하여 세부 토픽들을
도출하고, 토픽 별로 기사들을 그룹 짓는다.

2.2. 뉴스 요약 기술
기사의 원문 텍스트를 더 적은 텍스트로 압축해
주는 일명 뉴스 기사 요약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기사 요약 방법에는 크게 기사에서 사용된
문장들 중 대표 중요 문장들을 선택하는 방식의
추출적 요약 기법[9]과 원문 텍스트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들을 생성하는
추상적 요약 기법[8]이 있다.

대표 기사 선정기가 각 토픽 별로 대표 기사를
결정하는데, 토픽 내 기사들 중 다른 기사들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기사를 대표 기사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카드 이미지 생성기는 토픽 별로 선정된
대표 기사의 본문 텍스트를 요약하여 핵심 문장들을
추출하고, 핵심 문장에 상응하는 관련 이미지를
선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미지와 하나의
문장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카드 뉴스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러한 카드 뉴스 이미지들을 이어 붙여
최종적으로 토픽에 대한 카드 뉴스를 완성한다.

대부분 뉴스 기사 요약 연구들이 기사 요약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기사 요약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분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디바이스 스크린 크기에 맞춰
뉴스 기사를 요약해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4]가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는
1

https://ty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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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토타입 구현
4.1 데이터 수집기
데이터 수집기는 다음 뉴스 실시간 주요 이슈
목록의 뉴스 기사를 수집한다. 실험일 기준 정치,
경제 카테고리에 게시되어 있었던 6,643 건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이슈 별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
데이터는 기사 번호, 인용 이미지, 이슈명, 기사
제목, 기사 본문, 발행 시각, 신문사, 기사 URL 등을
포함한다.

그림 3 Doc2Vec Distributed Memory 모델.

본 연구에서는 잠재 공간을 368 차원으로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하나의 본문 텍스트는 크기가 368 인
벡터로 변환된다.

4.2 뉴스 텍스트 벡터 생성기
KoNLPy 라이브러리의 Okt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뉴스 기사 텍스트에서 토큰들을
추출하였다. 전체 토큰들 중 중요한 토큰들만
선별하기 위해, 5,000 번 이상 등장한 명사
토큰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무의미한 단어('것', '형',
'고', '수', '날', '이', '발', '등', '말', '전', '며', '제', '위',
'그', '중')들을 불용어 처리하여 제거하였다.

4.3 토픽 추출기
토픽 추출기는 비슷한 기사들을 그룹으로 묶는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한 뉴스 이슈에 대해 여러
토픽 그룹들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계층적 클러스터링 (Hierarchical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기사들이 클러스터링 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구조의 Dendrogram 을 생성해 주며, Flat Cluster
알고리즘을 통해 Dendrogram 의 일정 단계에서
트리를 잘라 군집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구성된 본문과 제목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Doc2Vec 모델[7]을 적용하였다. Doc2Vec 은
일련의 단어들로 구성된 문서(혹은 문단)를 하나의
잠재 벡터(Latent Vector)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Doc2Vec 모델 훈련 방식 중
Distributed Memory (DM)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Word2Vec 의 CBOW
방식과 유사하다.

CardI 에서 카드뉴스가 토픽 단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군집에 범위를 조절하면
카드뉴스를 어느정도 범위에서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카드뉴스를 보고
싶으면 토픽의 범위를 넓히면 되고, 세부적인
토픽에 대해서만 카드뉴스를 보고 싶으면 반대로
범위를 좁히면 된다.

Word2Vec 의 CBOW 기법은 기본적으로 등장을
기준으로 연속된 일련의 단어들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 여러 단어들 중 한 단어를 제외하고
모델에 입력하면, 모델이 입력된 단어들과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단어 하나를 예측해 주며,
제외됐던 단어와 예측한 단어가 최대한 비슷할 수
있도록 모델이 훈련된다. 각 단어는 원핫 벡터로
표현되어 입력되며, 모델 내에 원핫 벡터를 입력
받아 잠재 공간의 한 벡터에 매핑하는 행렬과
매핑된 잠재 공간 내 벡터를 다시 원핫 벡터로
변환하기 위한 행렬이 존재하는데 훈련 시 이 두
개의 행렬이 업데이트 된다.

그림 4 는 ‘한일 수출 규제' 이슈에 관한 뉴스
기사들을 클러스터링한 결과다. Doc2Vec 을 통해
추출한 벡터 값 중 해당 키워드를 나타내는
368 개의 벡터를 바탕으로 기사 간 유클리디언
거리를 구했으며, 거리 값을 기반으로 Dendrogram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거리의 max 값의 6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Dendrogram 을 잘라 7 개의
군집을 최종 선택하였다. 각 군집은 현재 이슈에
대한 토픽을 대변한다.

Doc2Vec DM 방식은 이러한 Word2Vec CBOW
방식이 약간 수정된 버전이다. 그림 3 과 같이
Doc2Vec DM 방식은 일련의 단어들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어들이 존재하는 문서 번호가
함께 입력된다. 잠재 공간에 각 문서도 단어처럼
잠재 벡터에 매핑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하면
어떤 문서에 존재하는 일련의 단어들을 입력하면
해당 문서에 대한 잠재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 Dendrogram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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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표 기사 선정기

현재는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향후 딥러닝을
사용해 텍스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얻어낸 7 개 토픽 그룹 각각에
Page Rank 를 적용하여 카드뉴스 생성에 쓰일 대표
기사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요약한 텍스트와 대표 이미지를 합쳐
카드뉴스를 생성한다. 그룹별로 요약한 텍스트의 각
문장을 아래쪽에 배치하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였다. textwrap 모듈을 사용하여 카드뉴스에
들어갈 문장이 지정한 최대 길이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통상적인 카드뉴스의 형식에 맞추었다.
그림 5 는 자동 생성된 카드 뉴스의 예를 보여준다.

먼저 각 토픽 기사 그룹을 구성하는 𝑁개의 기사를
서로 대응하여 𝑁 × 𝑁의 유사도 행렬을 만들어 기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유사도 행렬의 각 성분은 두
기사 간의 Cosine Similarity 값을 가진다. 아래는
두 기사의 텍스트 벡터 𝐴, 𝐵의 Cosine Similarity 를
계산하는 식이다.

𝑆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 =

∑𝑛𝑖=1 𝐴𝑖 𝐵𝑖
𝐴∙𝐵
=
‖𝐴‖‖𝐵 ‖ √∑𝑛 (𝐴𝑖 )2 √∑𝑛 (𝐵𝑖 )2
𝑖=1
𝑖=1

번호

토픽 (대표 기사 제목)

백색국가 제외
1 日정부, 백색국가 제외 "매우 유감".."방아쇠 당긴건
日" 비판도(종합)

유사도 행렬을 바탕으로 양방향 그래프 구조의 기사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는 기사가 되며 링크 가중치는 기사 간
유사도가 된다.

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
2 日수출규제 위법성 '정조준'..두달간 벼린 WTO
제소 '칼' 꺼냈다(종합)
日 수출 규제 맞대응
3 정부,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 이달내 국회
제출키로
日 하토야마 전 총리 의견 발표
4 日 하토야마 전 총리 "화이트리스트-지소미아 순차
복원해야"

생성된 기사 네트워크에 PageRank 알고리즘[6]을
적용하여 핵심 기사를 선택한다. PageRank 는 원래
핵심 웹 페이지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다른
페이지에서 많이 인용(즉, 하이퍼링크 삽입) 되었을
수록 중요한 웹 페이지라 판단하며 아래 식을
따른다.
1−𝑑
𝑃𝑅(𝑇1 )
𝑃𝑅(𝑇𝑛 )
𝑃𝑅(𝐴) =
+ 𝑑(
+ …+
)
𝑁
𝐶(𝑇1 )
𝐶(𝑇𝑛 )

5

경제보복 본격 시행
경제보복 日에 더 영향..'일왕 즉위식' 변수될까

6

경제보복 첫 달 생산 증가
日 경제 보복 첫달 '반짝'한 생산..앞으로는 첩첩산중

수출규제 해결 방안
7 "日 수입대체 가능할까"..기업 64% '부분가능'·19%
'완전가능'

𝐴 의 페이지 랭크 값은 𝐴 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페이지들 𝑇1 , 𝑇2 , … , 𝑇𝑛 의
페이지
랭크들을
정규화하여 얻은 값이다. 𝑑 는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를 선택할 확률로 미리 지정하는 값인데, 본
연구는 0.85 를 사용했다.

표 1 추출된 뉴스 토픽 및 토픽 별 대표 기사.

표 1 은 ‘한일 수출 규제’에 대해 추출된 토픽들 별로
선택된 대표 기사들을 보여준다.
4.5 카드 이미지 생성기
카드 이미지 한 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
이미지와 대표 텍스트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
텍스트는 앞서 선택된 대표 기사 텍스트를 요약하여
생성한다. Barrios[5]가 제안한 텍스트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출적 뉴스 요약 기술을 적용해,
대표 기사의 각 문단을 100 자 내외로 요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약 결과 특파원 이름, 일러스트 등의
불필요한 단어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요약문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대표 이미지는 해당 토픽에
속하는 뉴스 기사들이 사용한 이미지들 중 선택된다.

그림 5 CardI 를 통한 카드 뉴스 생성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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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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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반의 카드 뉴스로 변환해 주는 기계학습
기반의 CardI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CardI 프로토타입의 구현 결과를 통해
뉴스 이슈에 관한 기사들을 카드 뉴스를 자동
변환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동 생성된 카드뉴스는 텍스트 기반 뉴스 보다
시각적으로 전달력이 뛰어나 뉴스 소비자의 정보
수용 및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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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로 기존 프로토타입을 보완 및 개선할
계획이다. 첫째, 세부 토픽 추출 및 대표 기사
선정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수행하고 기존 적용
방법의 고도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둘째,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대표 이미지를
임의로 선택해 넣는 방식을 택했지만, 향후에는
카드를 구성하는 텍스트 내용과 관련 있는 이미지를
선정하고 문맥에 맞춰 이미지를 변형 및 생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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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수용성은 주어진 문장의 진리값(Truthvalue)를 참(True)으로 수용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3].
문장의 수용성과 설득력에 대한 분석은 논증
품질(Argumentation Quality)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 필수적이며, 컴퓨터 보조 작문(Computerassisted Writing)의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상으로
수용성은 함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요약문
문장의 수용성과 설득력에 대한 분석은 논증 품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 필수적이며, 컴퓨터 보조
작문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그런데 특정 문장이
참(True)인지 판별하는 문장의 수용성 개념은 문장
사이의 함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함의 관계와 수용성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적 관찰은

본 연구는 해당 두 개념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언어학적 직관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장의 함의 관계와 수용성을 관련 짓는 분석을
위해 뉴스 기사에서 문장 쌍을 추출하였다. 이후 이에
대해 함의 관계를 주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장에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쌍 단위의 함의
관계 주석 및 문장 단위의 수용성 주석을 위해 뉴스
기사에서 문장을 추출하였고, 이 결과 총 1399 개의
수용성 주석과 총 420 개의 함의 관계 주석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장 사이의 함의
관계와 수용성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문장 사이의 함의 관계가
수용성을 결정하는 단독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대한 독자의 수용성과 그 이유를 주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초로 함의
관계와 수용성이 갖는 관계에 대한 실험을
디자인하였다. (2) 함의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이 다른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3)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이 같은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4) 두 문장의 함의 관계와 각 문장의
수용성이 갖는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공한다.

주제어
함의, 수용성, 신뢰도, Textual Entailment, Local
Acceptability

1. 서 론

함의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이 다른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문장 A 와 B 에
있어, “A 이면 B 이다”라는 판단이 대중적일 때 A 는
참이라는 판단과 B 는 거짓이라는 판단이 모두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이
같은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 와 B 는 모순이다”라는 판단, A 는 참이라는
판단, B 가 참이라는 판단 모두가 동시에 대중적으로

온라인 컨텐츠의 급증으로 인해, 개인이 점점 더 많은
텍스트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텍스트를
읽고 수용하는 정도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함의(Textual Entailment)란,
어떤 문장으로부터 다른 문장이 의미상으로 직접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념이다. 또한
수용성(Local Acceptability)이란, 특정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개개인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문장의 함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설문을 통해 대규모 함의 관계 말뭉치를 구축하여,
문장 쌍의 관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있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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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문장 함의성과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상황의 문장
함의에 대해 대규모의 주석과 말뭉치를 구축한 연구가
있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57 만여개의 문장 함의
말뭉치(The Stanford Natural Language Inference,
SNLI)를 제작한 연구가 있으며[1]. SNLI 로부터
텍스트의 장르가 크게 확장된 말뭉치(The MultiGenre Natural Language Inference, MultiNLI)또한
제작된 바 있다[2].

카테고리

언론사

MainStream

ABC News

Left-wing

기사 수
95

CNN

307

Politico

424

Addicting Info

135

Occupy
Democrats

91

The Other 98%
Right-wing

Eagle Rising

30
214

Freedom Daily
Right Wing
News

또한, 문장 함의 관계를 예측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Transformer 구조를 활용한
언어 모델링인 BERT 를 통해 문장 쌍의 함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음이 보여진 바 있다[4]. Autoregressive
모델과 Autoencoder 모델을 혼합하여 구축한 언어
임베딩 모델(XLNet)은 문장의 함의성 예측에서 최고

99
232

표 1. Webis-Buzzfeed Fake News Corpus 의 통계

3.2 주석
주석에는 Amazon Mechanical Turk 와 자체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다. 주석자들에게는 주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고, 기사 전문과 함께 주석할
문장이 강조되어 제공되었다. 함의 관계 주석과 수용성
주석을 한 주석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장 간의 함의성 주석과 문장의 수용성 주석은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5].
문장을 읽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하여, 다른 여러
가지 지표와 함께 수용성을 주석하여 말뭉치를 구축한
연구가 있다. 뉴스 기사의 문장에 대하여 네 가지
언어학적 지표를 (Local Acceptability, Knowledge
Awareness, Verifiability, Disputability) 주석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4. 연구 방법
4.1 문장 추출

말뭉치가 구축되었다[3].

주석을 위해서는 기사당 최소 한 쌍의 문장이
필요하므로, 확보한 말뭉치로부터 자동화된 문장 추출
과정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훈련된 문장
함의성 분류기 모델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기사로부터 문장 쌍을 추출하였으며, 이차적으로 문장
간의 유사도를 포함한 규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주석 문장을 확정하였다.

다수의 주석자가 제공한 라벨 및 노이즈를 처리하기
위한 비선형 통계적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해당 방안이
기존의 다수결에 비해 우수함이 보여졌다[7]. 또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주석자의 결과를
집계할 때 belief propagation 모델과 mean-field
모델이 활용되었다[8].
함의 관계 예측 모델의 경우 학습 도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동일한
도메인에 대하여 함의 관계와 수용성이 동시에 주석이
진행된 적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도메인에 대한
문장 쌍 단위의 함의성 주석 및, 문장 단위의 수용성

4.2 문장 주석
주석자의 모집 및 결과 수집에 온라인 서비스인
Amazon Mechanical Turk 를 사용하였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체 개발한 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웹 페이지에는 기사의 전문과 함께 주석할
문장이 글자의 굵기, 색의 변화를 통해 강조되어
제공된다. 이는 주석할 문장에 대명사 등이 섞여 있을
경우에 대하여, 주석자에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더 정확한 주석을 위하여,
수용성의 경우 해당 수용도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주석의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3. 데이터
3.1 말뭉치(Corpus)
Webis-Buzzfeed Fake News Corpus 는 표 1 과 같이
9 개의 서로 다른 언론사로부터 발행된 뉴스 기사를
모은 말뭉치이다[6]. Mainstream 과 left-wing, rightwing 언론사 각각 3 개씩에서 뉴스를 발췌하였다.

주석하도록 하였다.
문장의 함의성 주석의 경우, 주석자들은 문장 쌍에
대하여 Contradiction(모순) / Entailment(함의) /
Neutral(중립)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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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하였고, 수용성을 주석할 때는 표 2 와 같이 문장을
수용하는 정도를 7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총 140 쌍의 문장 중, 주석자의 의견이 엇갈려 결과를
내리지 못한 5 쌍을 제외한 135 쌍에 대한 문장

주석하였다.

함의성의 통계는 표 3 과 같다.

선택지

점수

선택지

점수

Strong Accept

7

Weak Reject

3

Accept

6

Reject

2

Weak Accept

5

Strong Reject

1

Hard to Judge

4

Contradiction
9(6.67%)

Entailment

Neutral

83(61.48%)

43(31.85%)

표 3. 문장 함의성에 해당하는 문장 쌍의 개수
BERT 모델
주석자

표 2. 문장 수용성의 주석 선택지

Contradiction

Entailment

Contradiction

4.3 주석 분석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이후, 주석된 함의성과 수용성의
분포를 확인하고, 함의 관계에 따른 수용성의 변화에
대해서 통계를 도출하였다.

Neutral

7

1

1

Entailment

21

8

54

Neutral

17

2

24

표 4. 주석자와 BERT 모델의 함의성 판단 비교

해당하는 결과를, MultiNLI 에 대해서 학습한
BERT 모델이 판단한 함의 관계와 비교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5. 실험
5.1 실험 환경

예측 모델은 함의 관계보다 모순 관계와 중립 관계에
있는 문장 쌍이 많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실제
주석자들의 직관으로는 함의 관계에 있는 문장이 가장
많고, 중립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모순 관계의 경우 단
9 쌍이 있었고, 가장 적었다. 이는 기존의 예측 모델이
뉴스 기사의 문장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팀은 뉴스 기사의 긴 문장
길이를 해당 한계점의 원인일 것으로 판단한다.

• 문장 추출
기사로부터 문장 쌍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된
말뭉치(SNLI, MultiNLI) 등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던 BERT, XLNet 모델을 이용하였다. 각 모델을
MultiNLI 말뭉치에 대하여 훈련시킨 뒤, 기사에서 첫
문장과의 함의 관계가 가장 확실한 문장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두 모델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BERT 모델이
XLNet 모델에 비하여, 기사의 첫 문장과 관련이 더
깊은 문장을 추출해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BLEU
Score 를 기준으로 문장 쌍을 내림차순 정렬하고, 의미
없는 기호를 포함한 문장 및 중복된 문장을
삭제함으로써 1626 개의 기사에서 140 개의 문장 쌍을
추출하였다.

• 전문가 주석과의 비교
이후, 주석자들이 판단하였을 때 모순/함의/중립
관계에 놓였던 문장 쌍 6 개씩, 총 18 개의 문장 쌍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주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14 쌍의 문장에 대한 판단이 일치(77.78%)하였다.
• 함의 관계에 따른 수용성의 변화

• 문장 주석

모든 문장 쌍을 주석된 함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분류에 속한 문장 쌍들의 평균 절대값
수용도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 와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특정 문장 쌍 A, B 에
대한 수용도 Aa, Ab 에 대한 수용도 변화량은 |Aa Ab|로 계산하였다.

주석자는 AMT 에 명시된 웹 페이지의 링크로
이동하여 주어진 기사 전문을 빠르게 읽음으로써
대강의 문맥을 파악하고, 강조된 문장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석을 수행하였다.
주석자들은 모두 미국 혹은 영국 국적자로
구성되었다. 문장의 함의성 주석에는 한 쌍당 3 명의
주석자가 참여하였으며, 총 420 개의 주석을 얻었다.

기존의 1 부터 7 까지의 점수를 Accept: 3 / Hard
To Judge: 2 / Reject: 1 으로 재 분류하여 같은 분석을
취한 결과, 표 6 과 같은 통계를 얻었다.

수용성 주석에는 한 문장당 5 명의 주석자가 참여하여,
무효 주석 한 개를 제외하고 총 1399 개의 주석이
수집되었다.

함의-중립-모순의 오름차순 순서대로 주석자의
평균 수용성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의 경우 함의 관계에 있는 문장보다 수용도가

5.2 실험 결과
• 문장 함의성의 분포

두 배 가량 크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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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문장의 수용성이 앞 문장의 수용성으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 과 같았다.
그림 1 은 표 7 의 결과를 각각의 행의 총합으로 나눈
후 시각화한 것이다.

Contradiction

Entailment

1.244

Neutral

0.664

0.812

표 5. 함의성에 따른 수용도 절대 변화량의 평균
Contradiction

실험 결과로부터, 함의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이 다른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이 같은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하는 관찰 결과는 두
문장 A 와 B 에 있어, “A 이면 B 이다”라는 판단과 A 는
참이라는 판단과 B 는 거짓이라는 판단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A 와 B 는
모순이다”라는 판단과 A 는 참이라는 판단과 B 가
참이라는 판단 모두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ntailment

0.667

Neutral

0.289

0.349

표 6. 재 분류된 수용성 절대 변화량의 평균
모순(Contradiction)
Accept

Hard to Judge

Reject

Accept

4

2

1

Hard to
Judge

2

0

0

0

0

0

Reject

함의(Entailment)

전문가 주석에 의해 무작위로 선별한 18 개의 문장
쌍에 대해 평가하였을 때에 전문가 주석과 함의 관계의
경우 77.87% 일치하였고, 수용성에 있어 63.89%가
전문가 주석과 일치하였다. 수용성이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주석이라는 점[3]을 고려하였을 때에 현재
수집한 주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경향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상술한 같은 수용성을 보이며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 쌍 및 다른 수용성을 보이며
함의 관계에 있는 문장 쌍 중 8 개를 무작위 선별하여

Accept

Hard to Judge

Reject

Accept

54

11

1

Hard to
Judge

5

7

1

Reject

1

3

0

중립(Neutral)

관찰하였다.

Accept

Hard to Judge

Reject

Accept

26

8

0

Hard to
Judge

4

3

0

Reject

1

1

0

표 7. 앞 문장의 수용성에 따른 뒤 문장의 수용성의 변화
(세로축: 앞 문장, 가로축: 뒤 문장)

모순 관계에 있으며 같은 수용성을 보이는 문장 쌍
예시는 다음과 같다: “Election Day is more than a

6. 결론

month away, but voters are already casting ballots
to pick their next president. / New York — There is
no early voting in New York, as voters require a
state-approved excuse to vote absentee.” 위 예시의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에서 문장을 추출하여 문장 쌍
단위의 함의 관계 주석 및 문장 단위의 수용성 주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함의 개념과 수용도의 개념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특정 문장이 모순 관계에 있을 때 동시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조기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뒤 문장에서는
뉴욕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수행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함의 관계에 있으며 다른 수용성을 보이는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다: “Liberals in the media and the

수용될 수 있으며 함의 관계에 있을 때 동시에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특정 문장의 수용성을 해당
문장과 함의, 혹은 모순 관계를 갖는 다른 문장의
수용성을 통해 논리적 연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토대로 문서의 수용성 분포
예측 모델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litical arena thought that Hillary Clinton’s victory
was in the bag. / The rest of the campaign was a
mere formality in order for her to make the White
House her residence once again.” 예시에서는 Hillary
Clinton 의 승리가 당연시되어 왔으며, 남은 선거
캠페인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있어 본 연구팀은, 확인한 경향성이 주석 오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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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collecting sufficient Q-R pairs is still

Abstract

intractable for many specific domains.

The development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his paper, we consider a simplified version of

algorithms and the explosive growth of
conversational data are encouraging researches on

the human-computer conversation task, which is
called short text conversation (STC). Deriving the
appropriate response corresponding to the user's

the human-computer conversation. Still, getting
qualified conversational data on a large scale is
difficult and expensive. In this paper, we verify the

query is a key part of the STC. Our research

feasibility of constructing a data-driven chatbot

hypothesis is that implementing STC leveraging

with processed online community posts by using
them as pseudo-conversational data. We argue

online community data is possible.

that chatbots for various purposes can be built

proposal of the pipeline for STC exploiting the
structure of online community post-comments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include (1)

extensively through the pipeline exploiting the
common structure of community posts. Our

data which makes building chatbots coping with a

experiment demonstrates that chatbots created
along the pipeline can yield the proper responses.

variety of topics scalable, (2) empirical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system with a simple

Keyword

response retrieval model.

Chatbot, Human-Computer Conversation, Online
Community, Short Text Conversation

2. Related Work

1. Introduction

Previous studies have approached short text
conversation task in a rule-based (Weizenbaum,

Human-computer conversation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I problems. Although much

1966) and learning-based (Williams and Young,
2007) fashion. These approaches have less

effort has been made decades ago, research

dependence on Q-R dataset, but are costly in that

progress seems to have been slow due to the lack of
the dialogue datasets. Only recently has the
explosive growth of social media allowed the

they require lots of hand-crafted engineering effort.
An alternative approach was to utilize a knowledge

growth of utterance-response (or Q-R) pairs,

base consisting of large amounts of Q-R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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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mon structure of online community
post and associated comments.

Title

Post

Main Text
Comments

Comment 1

Likes/Dislikes

Comment 2

Likes/Dislikes

The alternative methods for the STC task can be

Figure 1 Retrieval-based STC system pipelin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Generation-based
STC (e.g., Xing et al., 2017) and Retrieval-based
STC (e.g., Wu et al., 2018). Generation-based

4. Retrieval-based Short Text Conversation

method is to generate an appropriate response as a
sequence of tokens, relying heavily on the Q-R

4.1 Task Description

dataset for training data. Retrieval-based method

Short text conversation (STC) is defined as a task
that derives a proper response for the user’s query.

relatively has a strong point in fluency of yielded
responses, but also has a drawback that collecting

In this paper, we approach the STC task in

sufficient amounts of Q-R pairs is costly.

retrieval-based manner for quick verification on

Any data-driven approaches to the STC require
conversational dataset on a large scale. In this

the feasibility of community dataset.

paper, we demonstrate online community data as a

post-comments pair. The retrieval-based short
text conversation system retrieves an appropriate

Formally, for a given query q, let D be the given

plentiful source that can easily be used as pseudoconversational data so that chatbots having

response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stages.

different types of character can be extensively built

• Step 1 (Retrieval), in which the system retrieves

up in data-driven ways. Our experiment suggests
the potential of the platform for adaptable chatbot

I that is a subset of D based on q.

development.
• Step 2 (Matching), in which the system selects
candidate responses C from I by comparing

3. Conversation on Online Community

matching scores calculated between q and I.

Most online communities have similar structures
on

posts.

The

general

structure

of

online

• Step 3 (Ranking), in which the system ranks all
response candidate r in C and chooses proper

community posts is shown in Table 1. A post
consists of title and main text, and related

response :

comments are listed with user’s scores represented
as likes and dislikes.
We insist that online community user interaction,

4.2 System Architecture

which is being generated at a tremendous speed

The overall system structure is illustrated in

and volume, can be used as a chatbot dataset with
simple preprocessing. Online community posts

Figure 1. The gray arrows in Figure 1 work offline
and the black arrows work online. After text
embedding is completed, the system performs

have potential to be decent source for data-driven
chatbot in terms of dealing with various topics and
diverse groups of users which are possible to be

retrieval-based STC following the three steps
explained in Section 4.1.

reflected in the chatbots’ tones an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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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2vec (Le et al., 2014) and TF-IDF are used
for text embedding. The dimension of vectors with

Table 2. An illustrative example of the system results.

Query

오늘 헤어졌어.

doc2vec is 2,000 for both title and main text, while

Broke up today.
Responses

the size of vectors embedded through TF-IDF is
24,795 for title corpus and 105,878 for main tex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L

corpus which represent the size of vocabulary in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헤어지신 거예요?

each corpus.
5.1 Candidate Responses Retrieval and Ranking

I also had someone like him/her.
Why did you break up?

The retrieval and matching steps (described in

이건 거울 말도 들어봐야...

Section 4.1) can be grouped into candidate

Let’s look in the mirror...

responses retrieval process. In the retrieval process,
we retrieve 200 posts (I in Section 4.1) based on
cosine similarity calculated with doc2vec vectors

4.3 Short Text Conversation Dataset

between the query and entire post titles. We then
select five posts among 200 with cosine similarity

After crawling the post-comments pair from

between query and subset I in TF-IDF embedding.

online communities, we excluded non-text-based
posts such as photos and music, and also kept out
explicit noises, for example advertisements, from

Finally, in the ranking process, at most two
popular comments (measured by Likes-Dislikes)
for each post are picked without embedding of

the corpus. We then used KoNLPy (Park and Cho,
2014) to tokenize all the texts into parts of speech
with
normalization.
During
the
process,

comments. Although there are various standards to

postposition, punctuation marks, and emojis can be

rank the final response, we decided to choose one
among candidate responses randomly to increase

excluded to remove the characteristics of web

user’s satisfaction by avoiding the same answer to

writing up to designer’s choice.

the same query.
5.2 Lessons Learned

5.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pipeline leveraging online
community posts as a data source for building up

Building the pipeline proposed in Section 4, we

chatbots, we conduct a quick attestation of the
hypothesis. Our demonstration shows that the

experiment by constructing a simple STC model
using the dating counseling forum data in SNULife

theory works to a certain extent as present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ine community) for
about 11 years (from December 15th, 2008 to

Table 2. In particular,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ty is reflected in the chatbot's tone and

October 1st, 2019). The total number of posts is

mood.

115,580 and only 105,206 posts are used as a
corpus following the rule described in Section 4.3.

The advantage of not using the information in
the query directly when ranking the candidate

Using post-comments data from the dating

responses is to make the most of the semantic

counseling forum in SNULife is a proper choice to
quickly verify that online community data can be

relevance information of the post-comments data
itself. However, query information is needed to

utilized as pseudo-conversational data. Many posts

deal with comments including external knowledge

deliver questions or concerns clearly, and most of
the comments are relevant to the author’s questions.

such as community memes or practices. Improved
ranking module of the system to be addressed in

These features of the data are advantageous when

our future work.

starting with the small amount of data to prove the
research hypothesis.

As more data can be collected with the
constructed pipeline, we can develop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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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sticated deep learning models using the data.
Our goal is to make a breakthrough from STC to

5. Chen Xing, Wei Wu, Yu Wu, Jie Liu, Yalou
Huang, Ming Zhou and Wei-Ying Ma. Topic

multiple round conversation task in an end-to-end

Aware Neural Response Generation. In AAAI

manner. Learning a distribution of proper
responses with a nonlinear model such as the

(2017), 3351-3357.
6. Alan Ritter, Colin Cherry and William B.
Dolan. Data-Driven Response Generation in

neural network and evaluating effectiveness of the
model with quantitative performance measures are

Social Media. In EMNLP, 2011.

our research direction.

7. Yu Wu, Wei Wu, Chen Xing, Zhoujun Li and
Ming Zhou. Sequential Matching Network: A
New Architecture for Multi-turn Response

6. Conclusion

Selection in Retrieval-Based Chatbots. In ACL

In this paper, we verified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data-driven chatbot by processing

(2017), 496-505.
8. Weizenbaum, J. ELIZA—A Computer Program
For the Study of Natural Language

posts from the online community and using it as
real-world conversation data.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Machine.

We evaluated our hypothesis on the real-world

Communications of the ACM 9 (1966), 36-45.

online community dataset and chatbot scenarios,

9. Jason D. Williams and Steve Young.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es for

and obtained promising results. Leverag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built pipeline, multiple rounds of

spoken dialog systems. Computer Speech &

conversation to be addressed in our next research.

Language 21 (2007), 393-422.
10. Yu Wu, Wei Wu, Chen Xing, Zhoujun Li and
Ming Zhou. Sequential Matching Network: A
New Architecture for Multi-tur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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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연결성은 중요한
키워드이다. 독립된 제품과 달리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제품은 개별적인 기능 외에도 주고받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CMF 디자인은 제품의
색상, 재료, 마감(Color, Material, Finish)을 통해서
제품에 기능적, 감성적 특징을 지원하는 디자인
과정이다. 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MF 디자인 역시 연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결된 사물 환경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CMF 디자인 연구 모델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사물인터넷의 개념 및 사례, 사물인터넷
환경을 분석하여 연결성을 통한 사물인터넷과 환경의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CMF 디자인의 방법론 조사를
통해 현재 독립된 제품의 CMF 디자인 연구 현황을
탐색한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연결성에 의해
변화하는 실험적 CMF 가 적용된 디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이해하고, CMF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스마트홈과 자율주행자 실내 환경에서, 연결된 사물의
CMF 디자인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결성을 고려한 사물인터넷 CMF 디자인의
컨셉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CMF, 사물인터넷, 연결성

1.1 연구 배경
정보 통신 및 기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의 개념이
등장하여 사용자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인간, 사물 및 서비스 등 분산된
환경 요소들이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상호
협력적 처리를 통해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제품을
뜻한다.
2014
년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가트너(Gartner)는 2020 년까지 250 억 개의 연결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물인터넷 산업은
기존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소품종 대량생산화
시스템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7 년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1],
사물인터넷의
출하대수량을 분석한 결과, 1 억대 이상 대량생산되는
제품은 4 개군 (스마트 TV, 차량용 서브시스템, 디지털
셋톱박스, 블루투스 헤드폰)이며, 이는 전체 사물인터넷
제품군의 2%에 불과하다[2]. 즉, 사물인터넷 제품의
생산은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제품 브랜드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여 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스마트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아마존(Amazon)은
알렉사(Alexa)와 에코(Echo)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2000 개의 기업에서 출시하는 1 만 2000 대의 스마트홈
디바이스 제품과 연동이 가능하다[3]. 사용자는 수 많은
스마트홈 제품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물인터넷 제품에 기대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사물인터넷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디자인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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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디자인은 제품의 색상, 재료, 마감(Color,
Material, Finish)의 변화를 통해서 제품에 기능적,
감성적 특징을 지원하는 디자인 과정이다[4]. 제조사
입장에서는 신제품의 출시에 있어서 제조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인
이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 디자인 산업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분야는 사용자들이 제품에
더욱 더 다양한 니즈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회적인
배경으로부터 기인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연결된 사물 환경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CMF 디자인 연구 모델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
CMF 디자인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내 제품의 위치, 타겟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경쟁
제품군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에 기반한 CMF
전략을 수집하여 제품에 반영한다[5].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독립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물간의
연결성과 같이 다른 제품 혹은 사용자와의 연결성이
CMF 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은 적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MF 디자인 과정 역시 그들간의

에쉬톤(Kevin
Ashton)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라는 단어가 정의
되었는데, 그는 P&G 제품에 RFID 와 같은 무선 센서를
달고 인터넷을 연결시켜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8]. 현재 사물인터넷이 크게
활용되는 분야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자율주행차량 내부공간 등이 있다[9]. 표 1 은
사물인터넷의 네 가지 환경의 정의와 장점을 정리한
표이다. 각각의 환경은 사물인터넷이 활용되는 범위가
다소 다르지만, 안전성 확보, 공간적 제약을 넘는 유연성,
자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성 등의 공통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의 적용 수가 다소 적은 스마트
홈과 자율주행차량 실내공간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표 1 사물인터넷 환경 분류

연결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선행 연구고찰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자율주행
차량

도시에 ICT 및

건물의 센서,

스마트

센서를 활용,

빅데이터 등의

조명, 물리적

기기들을

외부환경

신기술을 접목.

접근, 에너지

통해 집을

감지로 차량

각종 도시 문제

측정 등의

원격 또는

자율 운행

해결 및

통합 시스템

자동으로

다른 공간(집,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제어

오피스 등)과

도시를 지향.
- 인프라의

- 운용

- 실내

- 차량내

효율적 활용

자동화

보안, 침입

탑승자

방지

다양한 행위

- 교통,에너지,

- 생산성

환경,행정,주거

향상

등의 스마트화
- 효과적인

2.1 용어 정의

안전, 응급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카네기멜론(Carneige Mellon)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자판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70 년대 중반 학과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많은
연구실이 학과 건물에서 이동하여 자판기 위치에서
멀어졌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찾은 자판기에는 콜라가
없거나 미지근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판기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설치하여
음료의 개수, 시원함의 정도를 컴퓨터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6]. 그들이 디자인한 자판기는 최초의
사물 인터넷 제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제록스
PARC(Xerox Palo Alto Research Center)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는 “컴퓨테이션을 통한 세계의
사물들의 연결”을 그의 연구에서 밝혔으며, 이를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7].
이후, P&G 의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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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공간

- 비용 절감
- 보안 위험
완화

쾌적도
- 멀티
미디어
제공

가능
-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공간

다각화

CMF 디자인
CMF(Color, Material, Finish)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적 특성과 감성적 특성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색상,
재료 및 마감의 설계 및 지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문 분야다. CMF 디자인은 재료 기술의 기능적,
기술적 특성과 제품의 실용적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10]. 근래 제품
디자인 산업에서는 소재, 부품의 표준화와 기능적
조형미의 일반화로 인해 차별화에 있어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구체화하여 제품의 기능적, 심미적 차별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브랜딩을 강화하는 역할로서
CMF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CMF 디자인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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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제품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재료와
마무리 기술에 있다. 제품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성능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일관되고
성공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CMF(Color, Material and Finish)중심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디자인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친 후 개발 과정에서 양산을
목표로 설계되는 제품의 팔로우-업 과정으로
여겨졌던 과거 CMF 디자인의 개념을 넘어 혁신과
융합의 핵심역량으로서 CMF 중심 디자인이
실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CMF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는 Inspiration 과 Innovation 의 투 트랙으로
구성된다. CMF 중심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는 트렌드
리서치를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소재 디자인의 다양한
결과물 도출과 이를 활용해 응용 상품을 개발하는
이중의 유기적인 다채널 디자인 프로세스이다[11].

그림 2 The Color Room by Sagmeister & Wlash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핑크와 블루의 복잡한
패턴으로 표면이 장식된 제품들이 놓아져 있는 공간은
연출된 조명에 의해서 색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주광색
빛만을 보여주는 단순한 공간으로 바뀐다. 직접적인
표면의 변화가 아닌 외부요인인 빛의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이 다른 색을 인식하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전시이다[13].

Style Set Free

2.2 사례 조사

Color Flow

그림 3 Style Set Free by 현대자동차

그림 1 Color Flow by Studio Orijeen

그림 1 은 한국의 디자인 스튜디오 Orijeen 의 서현진이
발표한 Color Flow 라는 작품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Lenticular 필름을
가구의 표면에 적용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의 표면이 변화하는 신기한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색감, 변화하는 표면을 사람이 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사용자의 개인 니즈에 맞춘 CMF 를 적용한 디자인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략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 은 2019 년 CES 에서 선보인 현대차의 ‘Style Set
Free’’는 고객이 자신만의 패턴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인테리어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이는 스마트 IT 화 되어가는 미래 모빌리티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맞춤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현대차의 미래 고객 경험 전략 방향성을 보여준다[14].

즐겁게 제품을 경험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12].

The Color Room
Sagmeister & Wlash 는 Stefan Sagmeister & Jessica
Walsh 의 디자인 파트너쉽이다. 그들이 유럽의
박물관들에서 선보인 "Sagmeister & Wlash:
Beauty"는 아름다움에 관한 그들만의 생각을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이다. 그림 2 는 Color Room 이라는
전시로, 사물들의 표면이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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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Vision

CMF 디자인
Surface
CMF 디자인

Finish

방법론

CMF 디자인
평가척도

Color

니
드
스
콥

감
성
척
도

고
바
야
시

Materi

분
석
색
척 채
도

IRI

감
성
척
도

제품

al

그림 6 독립된 제품에서의 CMF 디자인 방법
그림 4 Mobility Vision by 현대자동차

그림 4 는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자율주행차량
컨셉인 Mobility Vision 이다. 현대자동차가 2017 년에
발표한 Mobility Vision 의 실내공간과 자동차간의
연결성은 사물인터넷을 통한 여러 사물들의
네트워크를 잘 보여준다. 실내공간에서의 사용자의
행동과 자동차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그림 6 에서 8 은 전통적인 제품에서부터 사물인터넷
환경까지의 사용자와 제품 그리고 CMF 디자인의
관계를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6 에서 보여주는
모형은 독립된 제품의 CMF 디자인 방법으로,
CMF 디자인 방법론과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제품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제품은 시장에서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CMF 디자인

환경을 연출하고자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15].

Surface
CMF 디자인

Finish

CMF 디자인

Color

평가척도

방법론

니
드
스
콥

감
성
척
도

고
바
야
시

Mater

분
석
색
척 채
도

IRI

감
성
척
도

제품

ial
사용자
위치
Interaction

사용자
상태
Interaction

사용자
선호

사용자
이동
Interaction

Interaction

CMF

CMF

CMF

CMF

사물

사물

사물

사물

사용자
위치

그림 5 사용자와 제품간의 관계와 CMF 디자인 적용

그림 5 는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사례에서 도출된
사용자와 제품간의 관계로 형성된 CMF 디자인의
변화를 분류한 것이다. 각각 위치, 상태, 선호, 이동의
사용자 속성으로부터 사물의 CMF 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제품
CMF 디자인의 변화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품간의

상태

이동

그림 7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제품의
CMF 디자인 방법

그림 7 은 제품에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더해져 특정한
관계를 맺는 제품의 CMF 디자인 과정을 설명한다.
사용자의 속성들이 제품의 CMF 디자인에 적용되어
CMF 디자인
CMF 디자인
평가척도

관계로부터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S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사물인터넷, CMF 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배경 그리고 사례 조사를 통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CMF 디자인의 적용 방향을 통해서, 제품

S
C

F

환경에서의 CMF 디자인 연구 모형을 도출했다.

선호

S
C

F

C

F

제품

제품

제품

M

M

M

사용자
위치

상태

선호

이동

그림 8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CMF 디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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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품에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율주행차 시나리오
1) 상황 : 퇴근 중인 탑승자

그림 8 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8 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제품이
사용자와 더욱 복잡한 인터랙션을 구성하게 되며
제품간의 인터랙션이 추가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음으로써 조금 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그들의 위치, 상태, 선호, 이동이라는
하위 요소를 통해 제품과 인터랙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제품의 CMF 가 변화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제품과의
인터랙션을 이끌어낸다.

2) 사물 : 운전대형 컨트롤러, 스마트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주인공. 문득 퇴근 전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가

생각난

탑승자는

차량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려

한다.

운전대의

자율주행차량 버튼을 누르자 몇 초간의 전환시간이 지나고 차량이 운전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한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대의 형태가 변형되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다. 변형된 운전대는 표면의 인터페이스 그래픽이 변화하여, 차량내
디스플레이의 컨트롤러 기능을 한다. 탑승자가 차량에 연결되어있는 음성인식
AI 를 통해 “회사에서 보던 엑셀 파일 띄워줘”라고 말하자, 차량의 윈드 쉴드
부분이 디스플레이로 전환되며 엑셀 파일이 열린다. 업무모드로 전환시, 계기판의
아랫부분에서 작은 테이블이 나온다. 위쪽 표면은 메탈릭 처리가 되어있지만,

3.2 연구 내용

키보드가 활성화되면 키 버튼들이 LED 로 표현된다. 보이스 명령과 키보드를

그림 8 의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홈의 연결된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성했다.
제품간의 관계와 제품과 사용자의 위치, 상태, 선호,
이동의 하위 요소들간의 관계로 형성된 연결성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경험하는 공간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서술했다. 시나리오의 구상을 위해 디자인 방법론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활용했다.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Lego Serious Play)는 디자인
방법론 중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 레고를 통해 은유적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16] 본 시나리오는 근미래의 자율주행차량과
스마트홈 환경내 제품의 CMF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통해 여러 참여자들이 열린
과정을 통해 서로 만든 레고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통해서 업무를 진행, 마무리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영상을 재생시킨다. 차량의
윈드쉴드와 대쉬보드에 영상이 실행되며 입체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AI 는 차량이
영상모드로 전환되자 전체적인 조명 분위기를 변화시켜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량을 모노톤으로 만들어준다.

그림 10 자율주행차 실내환경에서의 시나리오
집으로 귀가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밑줄로 표기된
내용은 차량 내의 운전대, 스마트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용자의 하위 속성 네 가지에 의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있었다.

그림 11 스마트홈 실내환경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그림 9 자율주행차량 실내환경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그림 9 와 10 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용자의 행위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제품의
CMF 디자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 과 12 는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용자의 행위를 시나리오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9 의
시나리오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퇴근 후 집에 귀가하여
요리를 하기 위해 부엌의 스마트 제품들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인테리어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가 사용자의 필요시 디스플레이가
표현되는 스마트한 기능을 지닌 사물인터넷 제품이
중심이 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네 가지
속성에 의해 CMF 디자인이 변화하게 된다.

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하여 퇴근하는 길에 회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를 끝마치고, 영상을 시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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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hael Simon. (2018). “2배 이상의 차이” 스마트
홈 시장 앞서가는 아마존 알렉사…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인 구글. Retrieved from http://www.itworl

스마트홈 시나리오
1) 상황 : 퇴근 후 저녁식사

d.co.kr/news/109184

2) 사물 : 스마트 냉장고 및 오븐, 벽면 디스플레이 패널

[4]

자율주행차를 타고 집 건물에 도착하, 차량이 건물의 벽면을 타고 탑승자의 집까지
올라간다. 탑승자는 차량이 집에 도킹될 때까지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을
계속 시청한다. 집안 실내로 걸어들어오면, 벽면의 표면이 디스플레이 월 패널로

이진원. (2017). 스마트기기에 적용가능한
금속공예적 마감.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5] Liliana Becerra. (2016). CMF Desig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lour, Material and
Finish Design. Frame Publishers.

변하면서 차량에서 시청하고있던 영상이 동기화된다. 퇴근 후, 저녁을 먹기 위해,
탑승자가 부엌으로 이동한다. 사용자가 부엌으로 이동한 것을 인식한 스마트
냉장고는 표면에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키며 보관중인 식품을 표기한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를 우선순위로 보여주며, 추천 요리 역시

[6] 이민석. (2017). IoT 활성화를 위한 고찰. KISDI

표기한다. 주인공이 먹고 싶은 요리를 선택하면, 필요한 식재료를 보여주고 주변

Premium Report, 17, 1-21.

마트에서 로봇 배달원을 통해 배달을 받는 서비스를 주문한다. 배달 시간을

[7] Mark Weiser. (1999).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ACM SIGMOBILE Mobile Computing

계산하여 오븐은 예열을 시작하고, 오븐의 전면은 가열되는 온도에 맞춰 점차
붉은색으로 변화하게 된다.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조리대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며,
보고 있던 영상을 부엌의 벽면 디스플레이 패널로 확장시켜 시청을 이어간다.

and Communications Review, 3, 3-11.
[8] Kevin Ashton. (n.d). 케빈 애슈턴 인터뷰. Retrieved
from http://iot.hankyung.com/appendix.html

그림 12 스마트홈 실내환경에서의 시나리오

4. 결론
본 연구는 연결된 사물 환경에서 사용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환경을 연출하는 CMF 디자인 연구 기초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을 활용한 CMF 디자인의 필요성과
모델이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의
환경인
자율주행차량과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에 나타난 연결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MF 디자인을 분석하면, 제품의 개별 CMF,
제품간 연결된 CMF, 특정 환경의 Task 에 따른
CMF 변화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제품간의 어떠한 인터랙션 관계에서 CMF 디자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운 CMF 디자인의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제품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CMF 디자인의 컨셉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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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차량 실내 공간이 새롭게
해석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차량 실내 공간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정된 형식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율주행 5 단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가변성이 중요한 특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자율 주행 실내 공간은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리좀 이론은 ‘연계’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비기하학적 구조로, 최근
공간디자인에 적용하려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좀 이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가변적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리좀 이론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
선행연구와 자율주행 실내 공간 컨셉 디자인을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실내 공간을 리좀 이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자율
주행 실내 공간의 가변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근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공간 디자인을 ‘연계’과 ‘관계’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5G 통신의 연결,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한 디자인 컨셉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차량의 29 %를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서유럽은 각각 자율 주행 차의 24%와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1]. 북미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 시장은 20232030 년에 연평균 17.1% 성장하여 2030 년까지 523 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2].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테리어 공간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간의 가변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용자와 인테리어 공간에 대해 연구를 통해
단순한 이동공간에서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5].
리좀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서 ’천개의 고원’에서
제안하는 ‘연계’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비기하학적 구조이며 리좀 구조와 사유에 대하여 여섯
가지의 원칙을 제안하였다[8]. 이 여섯가지의 원리는
공유공간의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좀 이론을 적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공간
가변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첫째, 리좀에 대한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하여
리좀
이론의
구성원리와
실내공간과의 연관성을 찾는다. 둘째, 자율주행 미래
컨셉 차량 실내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셋째, 리좀
이론과 차량 실내 공간을 연결해서 해석 정리해 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리좀 이론을 적용한 자율주행 실내
공간 가변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려 한다.

리좀 이론, 자율 주행, 실내공간

2. 이론적 고찰

1. 서 론

2.1 리좀 이론의 개념

본 연구는 ‘자율주행 시대의 차량 실내공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자율주행 시대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8 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약 57 억달러이며, 수준 4 와 5 의 자율 주행 자동차는
2030 년까지 600 억 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5 년까지 북미는 전세계 자율 주행

‘천개의 고원’에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제안한
리좀(Rhizome)이란 줄기가 변해서 생긴 땅속줄기
식물이며, 중심뿌리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수목적
구조와 달리 중심뿌리가 없이 분기되고 접속되는
구조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서양의 사유는
나무를 모델로 삼아왔고, 나무와 뿌리를 모델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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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는 중심과 ‘그리고…그리고..’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논리가 지배한다. 나무 형태의 사고에도
다양성은 존재하나 그 다양성은 중심을 가진 좌우대칭의
잘짜여진 질서정연한 형태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고와 표현은 수목 체계가 아니라 리좀 체계라고
말하며 탈 중심적이며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리좀적
조합방식은 미술, 영화, 문학, 음악, 건축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항을 끼쳤다고 한다[9].

그림 1.리좀의 구조 (Kevin Murray and Katerina
Gloushenkova)

리좀의 형성 원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원리

내용

1.연결접속의
원리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 한다”

2.다질성의
원리

“보편성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각
특질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중심을 다른 차원과 다른 영역으로 탈
중심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3.다양체의
원리

“하나의 다양체는 주체도 대상도 가지지
않은다… 다른 다양체들과 연결
접속하면서 본성상의 변화를 겪는다”

4.탈기표작용적
단절의 원리

“탈영토화의 선도 포함하며…공통의
리좀으로 구성된 탈주선에서 파열되고
있다”

5.지도제작의
원리

표 1. 리좀형식의 원리

리좀의 형성원리 중 1 부터 3 원리는 디자이너의 근원적
관점과 태도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4 부터 6 원리는
개념을 실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10].
2.2 공간과 리좀의 상관성
김형자는 리좀의 6 가지 원리와 공유 공간의 5 가지
특성(열린 공간 체계, 상호 관입/관계성, 비위계적 다
중심 공간, 유연한 경계/가변적 공간, 확장성)과
관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7]. 또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유공간에서의 리좀적 사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리좀적 사유를 통하여 공유공간의 다양한 공간 구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파리 국립 도서관의 경우 ‘빈
공간’을 상호 독립적으로 위치시켜 자유롭고 잠재성이
내재된 공간으로 형성하였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수직적인 다층구조에서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리좀적
공간의 대표 사례이다. 김철중에 따르면 리좀적
공간특성인 다양한 개체들의 끊임없는 연결과 확장은
기존 공간의 개념에서의 탈주하여 새로운 공간의 의미를
만들고 기존의 공간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6]. 표 2. 는 리좀의 원리와 공간 특성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리좀 원리
연결접속

다질성

다양체

탈기표

“지도는 행동의 시각화된 지도로서…
언제나 많은 임구를 가지고 있어 접속
가능하다는 것은 리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6.복제의
미학과
변수

“본뜸은 지도를 하나의 이미지로
번역해… 새로운 가치를 향한 욕망은

적용

언제나 리좀에 의해서만 꿈틀거리고
생겨나기 때문이다”

리좀적 공간 특성
개방성
접속성
결합성
개별성
다양성
확장성
유동성
가변성

지도제작

우연성

복제의 미학

비연속성

표 2. 리좀의 원리와 리좀적 공간 특성

2.3 자율주행자동차 실내공간요소
자율주행차의 내장디자인은 외장디자인보다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나눠진
공간이 사라지고 단순한 이동공간의 개념에서
생활공간으로 변화될 것을, 그리고 초점을 맞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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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디자인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상황을 염두에 둔
자율주행 실내 디자인 컨셉이 제시되고 있다[3].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갈수록 운전과 관련된 인터랙션은
줄어들고 개인이 선호하는 행위와 연관된 인터랙션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운전을
하는 동시에 선호하는 음악을 블루투스로 연결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선곡한다. 이러한 변화를 최근 2 년간
소개된 자동차 컨셉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모델

이미지

Volvo

컨셉
터치 스크린 창,
스마트테이블
과
인터랙션.
탑승자에게
힐링공간을
제공

360C

스마트 테이블과 의자를 중심으로 공간의
접속성, 결합성, 그리고 개별성 제공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터랙션.

Renaul
t
EZGO

공유
목적

가족에게 필요한 공간을 가변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림 2.
는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가변적 실내 컴포넌트들을
사용 위치에 따라 배치시켜보았다. 자율주행에서
운전자가 없어지고,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승자 관계가 다양해지고, 5G 등, IT 기술의 발달에
기반한 외부와의 접속도 용이해진다. 레벨 3 과 4 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의 유지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며 기존 자동차의 레이아웃에서 큰
변화를 주기 힘들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여 제한된 공간에서도 탑승자의
인간관계 및 행동 관계에 따른 실내공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레벨 5 시대에는 차량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할거라 예측된다. 이는 자동차 실내
디자인은 공간 및 사용자 경험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기본으로 첨단 기술을 적절히 적용하여 승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 배치의
자율성은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사용 방법의 제약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능적 디자인에서 공간이
주는 경험적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비스

공간의 효율성을 위한 벤치형 디자인 및 공간
분할의 사용으로 공간의 개방성 및 개별성을
동시 충족
태블릿을 통한
인터랙션

VW
I.D.

좌석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Buzz

그림 2. 가변적 실내 컴포넌트의 배치

2.4 자율주행차 실내공간 설계 방향과 리좀 이론의
연관성

이동형 테블렛-의자(배치)를 연계하여 유동성,
다양성, 그리고 확장성 충족
표 3. 자율주행차 내장 컨셉디자인

2018 년에 발표한 Volvo 의 360C 는 탑승자간의
상호작용과 힐링을 목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며
인터랙션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 및 윈도우를 제공하고
조명과 인테리어를 배치하였다. Renault 의 EZ-GO 는
공유 서비스를 목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사이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탑승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VW 의 I.D. Buzz 는
가족의 이동이 목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센터콘솔에
위치한 테블릿을 이용하여 자동차와 인터랙션하고
좌석의 위치를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권주영, 주다영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실내공간 설계
방향에는 크게 4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자율주행차
내에서는 운전과 관련된 행위보다는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위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위하여 행위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파악하여 인간 공학적이며 편의성
및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에
따른 세분화된 실내행위 선호도를 분석하여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셋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편의장비
와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복합적이며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실내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안전과 연관된 구성요소들의 배치 및
변화도 적용되어야 한다[4]. 표 4 는 위 4 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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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리좀 원리 및 리좀적 공간의 특성과 비교하여
보았다.
자율주행차 설계방향

리좀 원리

리좀적 공간특성

인간공학적이며
공간효율의 극대화된
실내공간

연결접속,
탈기표

개방성, 접속성,
유동성, 가변성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실내공간

다질성,
연결접속

결합성, 개별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장비와
레이아웃이
고려된
복합적인 실내공간

다양체,

다양성, 확장성

실내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를
고려한
실내공간
표 4. 자율주행차 설계방향과 리좀 원리

연결접속과 탈기표의 원리를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가변적 디자인을 제공하여 공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질성 원리를 적용한 설계로 결합과
개별의 성질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니즈를
충족하고 연결접속의 원리를 기술적 특성으로 구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응하는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편의장비 와 레이아웃이 고려된 복합적인
실내공간을 위하여 시설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고려된
실내공간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비교를 통하여 리좀의
원리와 자율주행차 실내공간 설계방향과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좀적 공간특성과의 연결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의 방향 또한 유출해 볼 수
있었다.

3. 리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실내공간 분석
이제까지
리좀
이론의
실내공간에의
적용과
자율주행자동차 실내공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은 개인의 이동 공간에서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또는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리좀 이론을 적용한 공간의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공유 공간 구성의 가능성 및
문화매개체의 공간으로도 확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리좀 이론과 자율주행차량의
실내공간의 상관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나무구조를 특징인 중앙화와 리좀
구조의 특징인 분산화 그리고 그 중간단계인 탈중앙화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동차 인테리어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그림 3. 나무구조와 리좀구조의 특징의 재해석

나무구조의 하나인 중앙화된 구조는 과거의 자동차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며 각각의 특정 기능에 해당하는
조종관들이 존재하였고 이는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과 제공가능한 기능의 제한으로
이어졌다. 또한 동일 자동차회사라도 모델별로
레이아웃이 모두 달라 차량 교체 시 운전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응된
사용자는 원하는 기능을 즉시 실행 가능하며 위급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운전자의 시각이 가려진 상황에서도
어느정도 조작이 가능하였다. 그림 4. 는 중앙화가 과거
자동차
인테리어의
특징임을
보여준다.

그림 4. 과거 자동차 인테리어의 중앙화

현대에 와서 기술의 발달과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동차 업계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한한 기능을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
가능하고 스마트 기기와 비슷한 사용성을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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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에 탑승 시에도 운전자의 적응 시간을 줄여
주었다. 하지만 비 직관적인 조작법과 너무나 다양한
기능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었고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처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림 5. 는 탈중앙화로 형대
자동차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실내공간 디자인을 해석하는 틀로 활용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리좀 이론의 자율주행자동차 실내공간 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밝히며 앞으로 자율주행
실내디자인을 하는데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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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현대 자동차 인테리어의 탈중앙화

인간 관계가 상황에 따라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형 차량 인테리어는 탑승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의 역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용자들은 자동차의 운용 방법에 관한 학습의
기회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자동차와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방법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직관적이며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며 타인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분산화된 다시 말해 리좀 이론이 적용된
공간은 중앙화된 공간의 장점과 탈중앙화된 공간의
장점만을 취하여 필요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공간배치를 가변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생활공간 디자인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림 6.은 분산화된 자율주행 자동차
인테리어의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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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게 주는 감성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요약문
차량의 감성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 인테리어 조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래시패드에 설치된 조명의 색도와
밝기가 동적으로 표현될 때 운전자가 나타내는 감성
반응을 탐색하였다. 주관 평가와 EEG 를 이용한
뇌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조명에 대해 높은 긴장감과 낮은 아늑함을 보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조명의 속도 변화에 따라
긴장감과 아늑함이 함께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색도 측면에서는 웜화이트와 빨간색 조명에서
생동감과 개성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의 감성적 니즈에 최적화된
조명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디자인이
구현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차량 인테리어, 조명, 운전자 감성, 주행

1. 서 론
차량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 되어감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량의 속도나 연비, 승차감 등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외장재의 디자인이 주는 감성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차량을 구매한다.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실내 공간에 대한 제약이
감소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 실내 공간은 인테리어 모양 설계, 조명, 내장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조명은 다른 요소들과
달리, 간단히 조도, 색도 혹은 조명의 배치를 조절하는
것 만으로도 큰 감성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량 인테리어 요소로 각광받는다.
이에 차량 내 조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1], 차량 내부 조명 소자와 관련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실내 조명이 운전자 및

있으며, 그 결과들은 실제 차량에서 상용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들은 인테리어 조명의 색도, 조도,
조명의 배치와 같이 정적인 조명에 의해 유도되는
사용자 감성 효과에 머물러 있다[2].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사용자 상황에 맞추어, 혹은 기호에 맞추어
특정 색도의 조명을 재연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 조명이 직접 노출되는
상황 보다 차량 전체 인테리어나 동승자의 입장에서
유도되는 심리 변화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3,4,5]. 이는 조명이 자칫 운전자가 주의 집중을 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 역할이
제한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율 주행 환경이 조성
됨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다양한 조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석
크래시패드에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의 색도와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조명을 제작 및 설치하여
조명의 변화 요인이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감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자동차 운전자에게 크래시패드에 설치된 조명의
색도와 밝기 변화의 빠르기에 따라 유도되는 감성을
도출하기 위해 조명에 따른 운전자의 1) 주관적 감성
평가와, 2) 뇌파(EEG) 변화를 관찰하였다.
2.1 조명 자극물 설정
운전석 크래시패드의 색도와 조도를 조절하여
유도되는 감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명을 실제
자동차에 설치하여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조명은
자동차에서 전원을 제공받아 5V 에서 작동하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3Wh 의 전력을 공급하였다.
조명은 운전자의 시야각을 피해 핸들 뒤에 부착하여
크래시패드에 반사되도록 광원을 설치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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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성 반응 측정: 뇌파
참여자가 조명에 노출되는 동안 뇌파를 수집하였다.
뇌파 수집을 위하여 Fp1, Fp2, ground potential,
그리고 reference potential 총 4 군데에 전극을
부착하였다(그림 3). 뇌파는 조명에 노출되는 1 분간
수집되었으며, 초기와 후반부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1 분 중 처음 3 초와 마지막 3 초는 제거한 후 3 초
간격으로 뇌파 타입을 분석하였다.

그림 1 크래시패드 조명 구성 방법

조명의 색도는 총 5 가지로 제공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백색 영역의 빛 중, 낮은 색온도의
노란 웜화이트 조명과, 높은 색온도의 푸른 쿨화이트
조명 2 가지와, 단색광인 빨강, 파랑, 초록색 3 가지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조명은 켜진 상태를 기준으로, 색도에 상관없이
밝기가 동일하도록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후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순간을 그 주기와 조명이 켜지는
가속도를 달리하여 총 5 가지 조명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각: 1) Blinking, 2) Dimming, 3) Fast Blinking,
4) Fast Dimming, 5) On 으로 각 패턴 별 밝기 변화
그래프를 그림 2 에 기술하였다.

그림 3 뇌파 전극 부착 지점

뇌파 분석에는 불안과 스트레스 환경에 있을 시
발생하는 High beta 영역(20~30 Hz)과 안정 시
발생하는 Alpha 영역(8~13 Hz)을 비교 분석하였다.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의 비율을 보다 잘 보기 위하여
(High beta 영역)/(Alpha 영역)의 비율인 긴장 지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실험 진행
본 실험에는 대학생 총 29 명 (남학생 17 명, 여학생
12 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3.6 세이며, 표준편차는 2.6 세였다. 실험에는
색맹 혹은 색약이 없는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실험 2 시간 전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막았다.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동적 조명 패턴

2.2 감성 반응 측정: 주관적 감성 평가
각 조명에 노출된 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주관 평가를
진행하였다. 주관 평가에 사용된 형용사들은 자동차
인테리어 조명과 관련한 문헌[3,4,5] 과 동적 인테리어
조명과 관련한 문헌[6]에서 추출된 형용사들을
바탕으로 총 5 가지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각
‘긴장감(Tension)’, ‘아늑함(Cosy)’, ‘생동감(Liveness)',
‘만족감(Satisfied)’, ‘개성감(Unique)’이다. 각 형용사에
대해 5 점 Likert Scale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설문 평가를 진행하였다.

운전 상황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실제 차량 운전석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시동이 켜진 채로 활용되었다. 실험 당시 환경의 조도는
차량 내 크래시패드가 켜진 상태를 기준으로 3 lx 의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운전 상황을
가상으로 모사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보이는 시야각에
저녁 시간대 주행 영상을 프로젝터로 재생하였다[7].
피험자는 25 가지의 조명 환경에 1 분씩 노출되었다.
조명에
노출되는
동안에는
바이오
피드백을
수집하였으며, 1 분간 노출이 끝난 직후 해당 조명에
대한 주관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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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따라 긴장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3. 실험 결과
3.1

주관적 감성 평가

실험에서 측정된 주관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그림 4).
동적 조명의 밝기가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 운전자들은
긴장감과 아늑함이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3 번 Fast Blinking 조명에서 긴장감이 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명의 밝기 변화 속도의 감소는 (1,
2 번 조명 비교) 높은 아늑함으로 이어졌다.
밝기가 blink 형태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조명과 dim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는 조명 형태에 따라서도
운전자들의 감성 평과 결과에서 차이가 보였다. 서서히
켜지는 조명 (2, 4 번 조명)에서 운전자들은 낮은
긴장감과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그림 5 조명의 패턴에 따른 긴장 지수 변화

이후 1 분간 측정된 뇌파에 대해 총 13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계열 분석(time-resolved analysis) 을
진행하였는데, 조명의 패턴이 가지는 특징이 뇌파 긴장
지수에 반영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그림 6). 특히
조명이 켜지는 순간과 꺼지는 순간에 긴장 지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명의 색도에 따라서도 운전자의 감성이 다르게
평가되었다. 웜화이트 조명과 빨간색 조명에 대해
운전자들은 높은 생동감과 높은 개성감을 느낀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백색 계열의 조명 (웜화이트,
쿨화이트 조명)에서 운전자들이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3.2 뇌파 반응 감성 평가
좌우 전두엽에서 수집한 뇌파(EEG) 데이터를 긴장
지수로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그림 5), 갑자기 켜지는
조명 (1, 3 번 조명)에서 서서히 켜지는 조명(2, 4 번
조명)에 비해 긴장 지수가 증가하여 긴장감을
유도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조명의 변화

그림 6 빨간색 Blink 조명의 시간 경과에 따른 긴장 지수의
변화

4. 논의
본 연구는 차량 내 크래시패드에 설치된 조명의 감성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감성 평가 결과와 긴장

그림 4 주관적 감성 평가 결과 (그래프의 값은 평균값을 표기하였으며, 각각의 표준 편차를 선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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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화를 관찰 및 비교 분석하였다.
4.1 연구 요약 및 주요 발견
주관적 평가 결과에서는 짧은 주기의 3 번 조명-Fast
Blinking 조명은 색도와 관계없이 높은 긴장감, 낮은
아늑함, 높은 생동감을 보였다. 다른 주기의 조명의
경우는 색도에 대해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색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조명의 색도가 변화함에
따라서도 운전자 감성이 다르게 평가되었는데,
웜화이트와 빨간색 조명에서 사용자들은 생동감과
개성감을 느낀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긴장 지수의 경우는 조명의 패턴에 따라 변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조명이 켜지는 패턴이
사용자에게 크게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

연구의 결과를 현재 크래시패드에 적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추가적으로 조명을 설치하게 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감성에 맞추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에게 자동차 공간이 단순한
운전 환경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긴장감과 아늑함은 주관적 설문 평가와 뇌파 분석에서

기대된다.

일관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신체에서 반응하는 결과가
일치하여 크래시패드 조명이 심리적으로 효과가

참고 문헌

있음을 확인하였다.
4.2 크래시패드 조명 가이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같은 색도의 조명이더라도, 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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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에서 운전자에게 더욱 다양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차량의 기술적 발전에서 나아가 감성적 소구점이
사용자들의 차량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 차량 내부 인테리어 조명의 연구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석
크래시패드에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의 색도 및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조명을 제작하여 각 요인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감성을 주관 평가와 뇌파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긴장감과 아늑함에 대해 주관 평가와 뇌파 결과가
일관된 모습이었다. 두 결과 모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조명에 대해 높은 긴장감과 낮은 아늑함을 보였다. 또한,
조명의 속도 변화에 따라 긴장감과 아늑함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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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Introduction

Within a self-design learning environment, such

When

as video making or photo retouching, design

communication

students were frustrated by the complexity of

students must understand situations,

some of the professional applications. If a

design problem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situation arises where visual effects are an

However, design students were frustrated by

essential technique for enhancing information

complex professional tools training. They faced

recognition for communication purposes, control

difficulties when designing appropriate visual

is requested. Design students must control and

effects or arranging visual information. It was

respond well for increased efficiency and clarity

found that design students are easily distracted

when managing transitions and information that

by other tasks or sets of tools. This study

can prevent serious visual impairment accidents.

suggests that besides concerns about enhancing

To do this, situational awareness and appropriate

the functions of professional design applications,

decision making are essential. However, it i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how to manage the

clear that design students are easily distracted

applications’ visual systems, so it is easier for

by other tasks or sets of tools.

students to learn. The type of visual information
affec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besides concerns about

results

manage the applications’ visual systems, so it is

information

that

influenced

situational
the

environment,

design

recognise

abilities

in

indicate

experiments.

that

situational

influenced

the

Experimental
awareness

communication,

students.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creativity was
indicate

visual

confidence, and creative thinking of design

information affecting design students’ abilities in

results

advanced

students’

through

information

easier for students to learn. The type of visual

experiments.

an

design

design

examined

application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how to

through

in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creativity was

enhancing the functions of professional design

examined

working

Experimental
awareness

2. Communication, Confidence, Creativity

communication,

in Learning

confidence, and creative thinking of design

Working from a human-centred perspective,

students.

design educators recognised [1] that the starting

Keyword

point of any project that aims to transform a

Communication, confidence, creative thinking,

social situation begins with the exploration of

visual information systems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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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o this, designers acknowledge that to

widened other aspects for further visual design

turn

and communication research. Accordingly, some

these

interpretations

into

meaningful
shared

discussions focused on ‘Visual Database Systems’

with

was launched [4]. These conference addressed

everyone engaged in the project [2]. These two

scholars and researchers to be interested in the

critical stages of the design process require that

investigation of topics such as ‘user interfaces’,

participants appreciate information that is open

‘knowledge

to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ormation,

they

understandings

need

about

multiple

to

develop

the

situation

interpretations,

manage

the

management’,

‘human-computer

construction’.

insecurity created by the undefined nature of
this information, and confront their vulnerability
when they decide to share their interpretations.
Therefore,

developing

skills

to

4. Research study

embrace

ambiguity, manage uncertainty, and confront

In order to explore these above-mentioned

vulnerability is fundamental for designers and

subjects was formulated in design projects. A set

participants

This

of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to be

strengthens the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investigated in this study: How can design teams

creativity necessary to engage in collaborative

that explore human experiences develop the

ventures.

necessary skills to nurture trust and strengthen

in

innovation

projects.

their creative confidence in order to engage in
design experiences?

3. Visual Information system

 What are the challenges that design students

From the information processing aspects, the
nature

of

data

and

information

has

may encounter when attempting to develop

been

trust while exploring human experiences in

investigated over the recent decade. Under the
influence

of

technological

visual design projects?

advancements,

 What are the necessary skills that design

information processing is developed from text to

students

images or even sounds, textures, etc. Visual

for

enhancing

communication,

disciplines included three dimensional display

and confidence?

Scholars

investigated

in

order

to

gradually develop trust and strengthen their

data
various

manipulation.

develop

 How can these skills help design students to

user interfaces. Effective visual approaches are
investigated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information is employed extensively in updated
being

need

techniques. [3] At the same period, advanced

confidence,

and

creativity

4.1 Research method

techniques of data visualization were fabulously

This

improved and they polished the knowledge of

paper

findings

the process of information extricated from the

condenses

that

the

address

the

most

significant

aforementioned

inquiries. It also shares the preliminary results of

concept of databases. Moreover, numerous new

the

applications employed graphics as fundamental

evaluation

of

the

method

Narrative

Conversations and explains how it may help

data for enhancing the quality as well as data

designers enhance their Creative Confidence.

manipulation effectiveness. Ima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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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Conversations is an individual and

tools in their visual design training course. They

collective

allows

were asked to learn some basic functions in an

groups of people to consolidate meaningful

hour lectures and then assigned them an

comprehensions about human experiences. The

intermediate-level visual design exercise. After

method

of

finished the visual design exercise, students were

communicative relationships to encourage the

invited to conduct 20 minutes of narrative

continuous exchange of knowledge through a

conversations.

visual and verbal exploration of interpretations.

PhotoImpact [9] are professional visual design

Scholars

socio-

tools in the creative industries. They both

cognitive process that is set in motion when two

provide powerful solutions of photo editing

or more people exchange interpretations about

solution designed for both professionals as well

a common subject and share a genuine interest

as beginners. PhotoImpact is packed with ease

of learning and changing their comprehension

of utilizes. It provides ‘one-click ExpressFix mode’,

about it [5]. This setting requires participants to

digital art tools, and fun photo editing tools

openly

crafted in order to create every creative work to

thinking

relies

methodology

on

the

understand

share

construction

thought

and

that

deeply

as

a

explore

their

[8]

conjunction

shared

application for editing photo, graphic as well as

personal

visual design built for professional creatives,

comprehension

that

consolidate
modifies

a

their

methodology

merges

individual

in order to provide a solution for designers to
design websites, mobile interfaces, publications,

achieve its purposes. On the one hand, it

leaflets, and graphics through its ‘easy-to-use

recognises that personal experiences define and

templates’ and various sets of intuitive tools.

transform knowledge, making it authentic. On

Also, it includes professional photography tools

the other hand, it acknowledges that it is
and

consolidated

through

that assist to create and enhance pictures,

social

polishing them into glamorous visual art pieces.

interactions, which allow knowledge to become
meaningful

in

a

specific

context

[7]

Communicative relationships allow the process

Also, Adobe Photoshop assists designers to

to unfold as they enable cooperative learning

create and enhance illustrations, graphics and

through meaningful interactions. Therefore, while
participants

an

mostly works with Adobe Creative Cloud service

and

collective approaches to knowledge creation to

explored

is

photographers and visual artists. This application

understanding [6].
The

Photoshop

and

be

to

Adobe

Photoshop

interpretations about the situation in hand. This
aims

glamorous.

Adobe

acknowledge

the

value

even 3D artworks. The application offers featured

of

visual effects, and advanced pens those help

committed participation and interpersonal trust,

them to generate and customise digital artworks.

the collective learning process is strengthened.

Adobe Photoshop features with powerful tools in
visual

4.2 Research process

design

management’,

Total 20 Year 1 design students were invited to

professionals,
‘brush

includes

smoke

‘brush

smoothing’,

‘Lightroom photo access’, ‘curvature pen’, ‘paint

participate in the research study. They were

symmetry’,

divided into 2 groups and employed Adobe

‘colour

and

luminance

masking’,

‘layer arranging and grouping’, ‘quick share

Photoshop and PhotoImpact as their design

menu’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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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have

been

learning

Adobe

Photoshop, but I have difficulty
achieving

the

same

style

from

image to image...I colour how to
maintain a consistent style…
D

When you start with it (Adobe
Photoshop), the sheer size and

Figure 1 The interface of Adobe Photoshop was

complexity can be daunting….

employed as an example for conducting the narrative
conversations 1.

Table 2. Participates’ responses extracted from their
narrative conversations 2.

Participate

Highlighted responses

A

I feel PhotoImpact is easy for
beginner….

B

…

I

think

the

functions

(of

PhotoImpact) are plenty enough
for me to do my work, however, it
Figure 2 The interface of Adobe Photoshop was

is difficult to troubleshoot the issue

employed as an example for conducting the narrative

of monitor colours not matching

conversations 2.

printer colours.

4.3 Research result

C

This application (PhotoImpact) is

The responses of participants reflected that the

relatively simple… although it is

visual

fewer functions for creating my

information

system

influences

design

students’ ability of communication, confidence,

work.

and creativity in visual design training. Table 1
and

Table

2

highlighted

their

D

responses

E

and 2.

A

I feel Adobe Photoshop is really

are

The filters of PhotoImpact let me

The intention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as
to identify the challenges that design teams may

difficult for a beginner, how can I

encounter when developing trust while exploring

learn it easily?
B

PhotoImpact

templates limited my creativity.

narrative conversations 1.

Highlighted responses

of

easier to create my work but the

Participates’ responses extracted from their

Participate

tools

limited

extracted from their narrative conversations 1

Table 1.

The

human experiences. In response to this, we can

I tried Adobe Photoshop and it is

argue that designers working from a human-

the most complicated, hard to use,

centred

over-technical

complementary skills to help them em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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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ity manage uncertainty and confront

have explored relevant subjects, along with the

vulnerability.

evaluation

Engaging

in

collaborative

highly regarded allows designers to appreciate
that

is

open

to

the

narrative

conversations

research methodology.

environments where individual contributions are
information

of

While further exploration of this methodology is

multiple

required to obtain more in-depth knowledge of

interpretations, manage the insecurity created by

its potential contributions to the discussion of

the undefined nature of this information, and

creative confidence, we can confidently argue

confront their vulnerability when they decide to

that, within the current academic context, the

share their interpretations.

identified skill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When aiming to create such an environment,

of trust between team members and facilitated

narrative

their

conversations

developed.

The

engagement

in

their

collaborativ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study explored

endeavour. Although we were unable to find

personal

narrative

recurrent evidence to develop additional insights

shared

in this paper, we believe that exploring the

experiences

perspective

through

and

a

developed

to

interdependent

relationship

everyone involved. Preliminary evaluations of the

aforementioned

skills

method allowed us to respond to our second

understand their role in trust development.

research question which aimed to identify the

Further research on the topic in this study is

necessary skills that team members needed to

expected to be pursued.

comprehensions

that

were

meaningful

is

between

critical

to

the
further

develop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We argue that narrative conversations may help
designers build their creative confidenc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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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이라는 말로 설명하며, 이러한 매개된 환경
속에서의 감각은
물리 환경 속에서 직접
감각되는 경험보다 더 큰 실재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1] 물론 평면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도 스크린 속 가상 세계에
몰입되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평면적 스크린이
가지는 경계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VR HMD 를 통하면
체험자는 평면 스크린에서처럼 시각적, 체험적,
물리적 경계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듯 영상이나
게임 콘텐츠를 평면 스크린으로 체험할 때와 달리,
VR HMD 를 통해서 이들을 체험하는 것은 서로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요약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속 체험은 360 도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기에 기존 평면 스크린을
통한 체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체험이 된다. VR
콘텐츠에서도 역시 체험자가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개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이 다수
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스크린 경험
내에서 콘텐츠 진행을 제어하거나 현재 관람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가 어떻게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평면 스크린 환경일 때와 VR
HMD(Head Mount Display) 환경일 때, 화면상에
표시되는 UI(User Interface)가 서로 어떻게
공통적으로 혹은 새로이 접근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면 스크린
환경에서의 UI 와 VR HMD 환경에서의 UI 를
분석하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UI 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성학십도 VR 콘텐츠의 UI 를 소개하고 VR 공간에
이질적이지 않고, 잘 인지될 수 있는 UI 형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IT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HMD 장비와 현전감을
활용하는 다양한 VOD 나 게임 등의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체험자는
이런
콘텐츠에서 전통적인 영상 콘텐츠처럼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조작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체험자는 단순히 콘텐츠를 재생,
정지하는 것에서부터, 게임 등의 콘텐츠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조작하고 그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등 체험자나 콘텐츠의
현재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스크린
UI 를 보게 된다. 본 연구자들은 일반 2D, 3D
콘텐츠와 VR 콘텐츠가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UI 또한
각 환경과 상황에 맞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Virtual Reality, Head Mount Display, VR, HMD,
Screen, 3D, 2D, Navigation, User Interface, UI,
Frame

1. 서 론

1.2 선행 연구
UI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구현 방법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먼저 체험자가 손을 흔든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손으로 혹은 발끝으로 하는
터치등의 제스처의 유형을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제스처에 최적화된 UI 를 구현하려는 연구[2],
또한 Room-scale 센서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거나,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 행위에 맞는 UI 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Virtual
Reality(가상
현실)
속
체험자는
HMD(Head Mount Display)라는 장비를 쓰고 그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 콘텐츠를 체험하게 된다.
이는 체험자에게 단순히 화면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현전감을 제공한다. 조나단 스토이어는 이를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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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연구[3]등이 있다. 이러한 UI 연구는
사용자의 행동에 맞추어 컨텐츠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UI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른 UI 연구도 있다.
사용자가 어떤 입력장치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UI 의 구현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키보드나
마우스에서부터 마이크 같은 음성 입력장치,
VR 기기에서 컨트롤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따른 연구[4]가 있을 수 있고 HMD 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VR
장비에서부터 스마트폰을 끼워서 사용하는 모바일
HMD 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UI 의 구현의 방법[5]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연구들의 접근의 관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UI 구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 스크린에서 구현되는 공간 개념과
UI 의 연결관계, VR 의 공간 개념과 UI 의 연결
관계를 비교해 보고 체험자가 UI 를 시각적으로
접했을 때 최대한 몰입감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는 UI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려 한다.

바쟁은 영화 스크린은 현실의 일부분 밖에 드러낼
수 없고, 이는 스크린 바깥 영역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한다.[6] 이러한
내화면과 외화면의 이론적 개념은 영화뿐만
아니라 평면 스크린을 사용하는 콘텐츠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면 스크린은 물리적으로 평면이기 때문에
이차원 공간 위에서 혹은 속에서 삼차원적 환영을
창조하거나 삼차원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그동안 시각 예술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고안되었다.[7]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되고, 디지털 콘텐츠가 보편화되면서 평면
스크린 상에서 3D 콘텐츠는 매우 다양하고
사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하지만 평면 스크린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러한 3D 콘텐츠에 대한
체험자의 느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스크린 평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D 안경을
쓰고 스크린을 바라봄으로써 좀더 사실적인 3D
콘텐츠를 체험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평면 스크린의 프레임 영역과 평면성은 내화면적
특성을 통해 프레임 안에서 스크린을 통해 대상,
혹은 세계를 재현하고, 전달하며, 보다 강력한
시각적 방법론을 구사한다.[7] 동시에 외화면적
특성을 통해 프레임 바깥 영역에 대한 체험자의
상상 또한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오거나 화면 안에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흐름이 구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체험자가 콘텐츠를 몰입적으로
체험한다고 해도, 스크린의 물리적 특성은
체험자와 콘텐츠 사이를 분리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외화면의 개념은 체험자로 하여금 화면 바깥
영역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지만 스크린의 물리적
크기의 한계를 느끼게도 한다. 또한 평면성은
아무리 사실적인 3D 콘텐츠이고 3D 편광안경을
쓰고 본다고 하더라도 스크린 바깥 영역, 즉, 상, 하,
좌, 우, 앞(3D 안경을 쓰면 Z 축이 느껴지는데 이는
스크린을 기준으로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깊이감만 생긴다.) 방향으로는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체험자로 하여금 완전한
3D 체험을 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특성들이 스크린을 경계면으로 느껴지게 할
것이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체험자가 평면 스크린 화면을 통해
콘텐츠를 체험하는 환경과 VR HMD 를 통해
콘텐츠를 체험하는 환경을 구분해서, 평면
스크린과 VR HMD 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고, 각
환경에 맞게 구현된 콘텐츠들의 UI 구현 형태를
분석해 보려 한다. 그리고 VR HMD 환경에서 어떤
방법과 형태로 화면 UI 를 구현하는 것이
체험자에게 보다 더 VR 공간에서의 체험을
자연스럽고, 몰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VR HMD
환경의 UI 구현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들이 개발중인 성학십도 VR 의 UI 를
소개하고, VR HMD 환경에 보다 적절한 화면 UI
형태를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2. 평면 스크린 환경에서의 UI
2.2 평면 스크린에서 구현되는 UI 의 형태적
의미

2.1 평면 스크린의 특징

체험자와 콘텐츠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스크린은 경계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크린을 경계로 체험자의 세계와 콘텐츠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이나 VOD 같은 콘텐츠
조작과 상호작용을 위한 평면 스크린 상의 UI 는
약간의 입체감을 준 2D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평면 스크린은 정해진 크기의 프레임을 가진다.
때문에 체험자가 평면 스크린 위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프레임 안쪽 영역과 볼 수 없는 프레임
바깥쪽 영역이 나뉘게 된다. 평면 스크린에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내화면’과
‘외화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앙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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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마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2 개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평면 형태의
UI 가 유리 벽면에 나타나는 형태로 구현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평면 스크린에 표시되는 2D
형태의 UI 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거부감은 없다.
2D 콘텐츠뿐만 아니라 3D 콘텐츠에서도 화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UI 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험자 바로 앞에 있는 스크린 경계면에 표시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콘텐츠와 화면에 표시되는
UI 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는다. 2D 화면에서의 체험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3D 콘텐츠 환경에서
보여지는 2D 방식의 UI 에서도 우리는 낯설음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림 2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 화면

2.3 사례 연구
이번 섹션에서는 평면 스크린 상의 다양한
콘텐츠에서의
UI
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그림 3 워 크래프트 게임 화면

평면스크린 상 2D 콘텐츠에서의 UI

그림 3 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3 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뷰를 제공하는 게임
화면이다. 이때 가상세계는 마치 비행기나 전투기
조종사가 유리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보이며, 스크린은 콘텐츠의 가상 세계와 좀더
분리된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UI 는
그 창문 위에 표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3. VR HMD 환경에서의 UI
그림 1 앵그리버드 게임 화면

이번 장에서는 VR 환경에서의 UI 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먼저 VR HMD 의 특징을 살펴본 후,
VR 내의 UI 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은 2D 게임 화면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단의 정보 표시 UI 과 우측의 Navigation
UI 가 모두 약간의 입체감을 준 평면 형태이며, 2D
콘텐츠와 잘 어우러진다.

②

3.1 VR HMD 의 특징
VR HMD 는 기존 평면 스크린과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평면 스크린의 특징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수 있다.

평면스크린 상 3D 콘텐츠에서의 UI

그림 2 는 3D 게임 콘텐츠가 평면스크린 상에서
경험되는 경우이다. 1 인칭 시점에서 체험자는 좀
더 공간 안으로 몰입될 수 있다. 그런데 3D 콘텐츠
위에 2D 형태의 UI 가 구현되고 있다. UI 는
따라서 콘텐츠 자체와는 분리되며, 다소 이질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이 경우도 평면 스크린의 경계 상에
UI 가 표현되는 형태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체험자에게 2D 형태의 UI 가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VR(Virtual reality)형식의 영상물에는 전통적인
미장센의 개념이 불가능하거나 없는 것처럼 보인다.
360 도로 촬영된 이미지는 통제되지 않는 피사체와
배경을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고, 관객 역시 특정한
프레임에 갇혀 구경하지 않기에 연출자의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미장센(Miseen-Scène)의 개념은 제한된 화면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담기 위해 고도의 상징적인 배치 등을
계획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니,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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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센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지 속 사물들의 배치를 각각의
관객의 의도로 읽어내므로 VR 의 미장센은 관객의
시선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8]

위한 UI 를 인지하고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때
UI 가 콘텐츠 자체의 내용이나 공간과 구별된다고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이질감을 통해 UI 와 콘텐츠를 구별해낸다. 이때
이러한 UI 적 표현은 체험자에게 큰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VR HMD 는 전통적인
평면 스크린의 개념과 다르다. 평면 스크린이
정해진 프레임을 활용하고 체험자의 세계와
콘텐츠의 세계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VR
HMD 에서는 스크린이 완벽하게 사라진다. VR
HMD 는 체험자의 시선을 모두 이미지로 채워
넣는다. 때문에 프레이밍을 통해 선택되고
배제되었던 이미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실제의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의 합일을
이루게 된다.[9] 앞서 말했듯, 이러한 VR 공간
체험을 원격 현전이라고 한다. 체험자가 스크린을
통해 바라보면서 콘텐츠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 스스로가 콘텐츠의 세계 안으로 원격 현전
되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몰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VR HMD 를 착용함과 동시에
체험자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거부감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좀더
VR 공간 속에서 이질적이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화면 UI 구현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VR 속 스크린 UI 사례 연구를 통해 VR UI 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VR UI 를 소개하려 한다.

3.3 사례 연구
①

VR HMD 상의 평면 형태의 2D UI

3.2 VR HMD 에서 구현되는 UI 의 형태적 의미
원격 현전된 체험자는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는
평면스크린과 달리, 360 도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시선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VR 영상
제작에서의 프레임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프레임의 부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0] 앞서
기존 평면 스크린에서는 프레임의 존재 때문에
외화면과 내화면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콘텐츠뿐만 아니라 UI 의 구현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VR
HMD 안에서 프레임의 부재는 외화면과 내화면의
긴장구도를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한 기존의 구현방법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개념과 구현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4 오큘러스 홈 화면

VR 공간에서 2D 형태의 UI 는 독립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체험자의 시선 앞에 불투명 막과
같은 매개체 상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평면 형태의 UI 는 사용자가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 위치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의 시선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투명한 막 위에 있는 듯한 UI 는
체험자의 눈 망막에 상이 바로 맺히거나, 눈 위에
UI 가 표시되는 렌즈를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한편 연관지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은 VR
HMD 환경에서 프레임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체험자가 한번에 360 도 공간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시야각의 제한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 때문에 암묵적으로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10]. 이 암묵적 프레임의
개념을 활용해서 외화면과 내화면의 개념을
이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②

VR HMD 상의 곡면 형태의 2D UI

그림 5 과 같은 경우는 VR 공간에서 평면
형태이지만 전체 형태를 곡면으로 구현하고
체험자를 둘러싸는 느낌으로 보다 공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체험자가 좌우로 회전해서 UI 를
볼 수 있도록 좀 더 공간감을 준 경우이다. 이때
UI 는 눈 바로 앞에 상이 맺히는 느낌이 아닌
체험자와 인접해 있는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는 위에서 말한 불투명한 막
위에 있는 듯한 UI 보다 좀 더 VR 환경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VR HMD 환경에서 구현되는 화면 UI 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지만, 평면 스크린에서
구현된 2D 형태의 UI 가 관습적으로 VR HMD
환경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체험자는 콘텐츠를 경험하는 가운데 어떤 콘텐츠
상의 작동과 진행의 제어나 보다 깊이 있는 콘텐츠
공간을 탐색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정보 표현을

- 206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의미와 내용을 재해석하여 병풍으로
성학십도를 VR 형식의 경험시키려 한다.

그림 5 VR cards experiment by Marien Gauthier

③

그림 7 성학십도 VR

이에 성학십도 VR 콘텐츠를 제작 중인데, 본
논문은 이 중 네비게이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성학십도 VR 내에서의 UI 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특히 각 도를 하나의 VR 공간으로
구성하고 이 10 개의 VR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UI 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데, 이 UI 는 성학십도의 병풍
형태를 그대로, 즉 3D 사물 형태로 구현한 UI 이다
(그림 7 참조). 하지만, 앞서 논의한 사례들처럼
사물이 공간에 놓이도록 구현하지 않고 크기나
위치를 어느 정도 왜곡시켜 체험자로 하여금
병풍이 일반 사물이 아닌 UI 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풍 UI 는 체험자가 콘텐츠를
감상하다가, 다른 VR 콘텐츠로 이동하는 등
콘텐츠 감상 진행을 제어를 하고자 할 때, VR
콘트롤러를 통해 불러올 수 있다. 즉, 평소에는
사라져 있다가 필요할 때, 불러내어 일반 UI 처럼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UI 의 경우,
앞서 그림 4 의 평면 형태의 UI 의 한 종류처럼
화면상에 나타난 이후에 체험자의 시선을
따라다니도록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2D 형태
UI 에서 자주 구현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UI 자체가 3D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병풍이 공간 속에 펼쳐진 형태로 공간감을 주며 떠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망막이나 렌즈에 UI 가
표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공중에 떠서
시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인다.
성학십도 VR 의 병풍 UI 는 VR 공간안에서
3D 사물의 형태로 구현해서 2D 형태의 UI 보다
이질감이 덜 느껴지도록 표현한 반면, 체험자가
공간에 놓인 사물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고 UI 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D 형태의 일반
UI 처럼 어느 정도 콘텐츠와 UI 사이가 쉽게
구별되도록 만든 의도를 가진다.

VR HMD 상의 공간에 배치된 사물 형태의
UI

그림 6 Cosmic Trip 게임 화면

간혹 VR 에서 그림 6 과 같이 VR 공간 안에
놓여있는 여러 사물들이 제어기나 정보를
표현하는 UI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VR
환경과 UI 사이에 일체감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VR 환경이나 UI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체험자들에겐 이러한 사물 UI 가 제어기나 정보를
표현하는 UI 라는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도 가진다. 또한 체험자의 시선 방향에 따라
UI 의 존재 및 UI 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④

체험된

VR HMD 상의 공간과 구별되는 사물 형태의
UI

그림 7 은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성학십도 VR
콘텐츠의 UI 이다. 성학십도는 16 세기 퇴계
이황이 16 세에 왕위에 오른 선조임금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10 개의 그림으로 제작된,
경을 추구하고 성학에 이르기 위한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계는 이 성학십도를 책의
형식과 함께 10 폭의 병풍으로도 제작하여 왕이
머무르는 방에서 주변에 두고 매순간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다. 이 10 개의 그림은 ‘도()’라 칭하고
왕이 공부해야 할 성리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현재 10 개의 성학십도 원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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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들을 토대로 구현한 성학십도 VR 콘텐츠의 UI
형태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2D 형태의 UI 와 3D 형태 UI 의
특성을 합친 UI 형태도 제안하였다. 성학십도 VR
콘텐츠의 UI 는 사물 형태로 UI 를 구현해서 2D
평면형태의 UI 보다는 공간과 사물 간의 이질감이
덜 하도록 하였고, 또 다른 한편, 실제 크기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시선 앞 공중에
작은 크기로 나타나도록 구현하여 이것이 UI 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성학십도 VR 의 UI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였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VR 환경에서
체험자가 콘텐츠의 세계로 원격 현전한 상태에서
UI 자체가 공간과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 동시에,
체험자로 하여금 잘 인지될 수 있는 효율적인
UI 의 형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4. 결론
콘텐츠 타입

UI 표시 위치

특징

2D

스크린 표면

2 개의 레이어가 겹쳐
보이는 느낌

3D

스크린 표면

창문을 통해 게임의
세계를 바라보는 느낌

표 1 평면 스크린에서 UI 분석
UI 표시 위치

특징

체험자 시선

망막, 렌즈에 맺혀 있는
느낌

VR 공간

VR 공간속에 스크린이
놓여 있는 느낌

체험자 시선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구분이
가능

VR 공간

주변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지만
사물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2D

UI
타입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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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VR HMD 에서 UI 분석

위 표는 앞서 설명한 UI 의 사례별 분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설명한 내용과 같이 VR HMD 를
통한 콘텐츠 체험은 평면 스크린 화면에서
콘텐츠를 체험하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스크린을 경계면으로 인지하며, 체험자가 있는
공간과 가상 콘텐츠의 공간을 분리해서 다르게
느끼는 경우와 어떠한 경계도 느끼지 못한 채
체험자가 가상의 공간안으로 원격 현전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따라서 체험자가 느끼는 환경과 콘텐츠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진행을
제어하거나 정보를 표시해주는 UI 의 구현 형태도
서로 달리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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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보존을 위한 정보 공유 활성화와 재방문을

요약문

유도하기 위해 목표 설정과 달성에 따른 보상을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생태계보전 활동에 시민들의

제공하였다[4]. 그러나, 시민 참여 향상을 위해 점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증강현실

순위,

시민참여 플랫폼을 제안한다. 시민은 제안한 시스템을

배지,

레벨

등과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행동유도(affordance) 방식이 많이 사용된 반면,

통해 쉽고 빠르게 지역사회의 생태계 문제를 도시

가상증강현실은 생태계보전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

단위로 공유하고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행동유도 방법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5].

시민 참여 유도 방법으로 제안한 환경 데이터와 연동된
3 차원 가상 동식물 캐릭터는 생태계보전 활동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생태계보전 활동에 시민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민의 애착과 참여를 향상시킬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정부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증강현실 시민참여

것이라고 기대한다.

플랫폼을 제안한다. 시민은 가상증강현실 플랫폼에서

주제어

쉽고 빠르게 지역사회의 생태계 문제를 도시 단위로

도시생태계보전, 시민참여 플랫폼, 증강현실, 가상현실,

공유하고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

디지털 트윈,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와 시민생성 공간

1. 서 론

콘텐츠를 기반으로 디지털트윈에서 다차원적으로
도시의 생태계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도시의 생태계보전 활동은 정부ㆍ기술자

시민과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주도의 행정 시책과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 데이터와 연동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1].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3 차원 가상 동식물 캐릭터를 새로운 게이미피케이션

발생하였으며, 시민과 정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행동유도 방법으로 제안한다.

요구되어

왔다[2].

또한,

시민

주도

활동은

우리는 제안한 방법이 생태계보전 활동이 필요한

시민환경단체 중심으로 도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Place attachment)과

있어, 도시 곳곳의 생태계보전 문제를 관리하거나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이 자발적이고

기대한다.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생태계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차용한 증강현실 시스템은 해당 장소에 대한 탐험이나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디자인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장소에 대한 애착을 향상시킨다[6].

및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장소에 대한 애착은 그 지역을 보존, 보호하려는

그동안, 생태계보전 활동에 시민 참여를 향상시키기

행동을 수반한다[7].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위해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방법이

사용자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BudBurst’는 사용자가 식물을

가상증강현실에서 돌보게 함으로써, 가상증강현실이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점수와

‘Indonesia

레벨을

United’라는

보상으로
사이트는

관심

지역의

주요

동식물

캐릭터를

제공하였다[3].
인도네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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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증강현실 시민참여 플랫폼 프레임워크 디자인

밝히고, 효과적인 가상증강현실 시민 참여 플랫폼을

캐릭터와 함께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다. ‘ARvatar’는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 오염과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증강현실 기능성 게임으로,

2.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IoT 센서를 통해 받은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정보를

장소에 대한 애착(Place attachment)은 사람과 특정

기반으로 아바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장소 간의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연결로, 사람들에게

사용자가 주변 환경 상태를 추정하게 하였다[10].

의미

보호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생태계보전 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발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하게 한다[7].

있는

장소를

대한 애착과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위치와 환경

주민들이

planning)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캐릭터를 시각화하고

보존,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제공한 시스템은 없었다.

지역

집단적으로

찾고,

머무르고,

계획(Community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보호,

발전시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

3. 생태계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디자인

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Egger Roman, et al.(2015)는 개인의 장소에 대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그림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애착이 환경 보호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디지털 트윈-가상증강현실 플랫폼을

예측변수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체계적으로 연동하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이다.
3.1 시스템 프레임워크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게이미피케이션 메카니즘을
차용한 증강현실 시스템은 장소에 대한 탐색과 이를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이종의 IoT 센서 데이터베이스,

통한 즐거운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애착을

다양한 외부 데이터베이스(Open DB), 시민 생성 공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Tomasz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통합, 분석,

Oleksy, et al.(2017) 는 포켓몬고 게임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은 3D 지도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게임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가 장소에 대한

하는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6].
교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은

관리자

다차원적으로

문화적

도구로
생태계

데이터
문제를

플랫폼을
모니터링

통해
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과 협업할 수

공간(cultural space)이나 관광지 탐색에 대한 동기와

있도록 한다. 관리자는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의지를 향상시켰다[8].

시민들이 생성하는 공간콘텐츠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증강현실은 생태계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곳곳의 생태계 현황과 시민들의

차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Conserv-AR’은 증강현실과

관심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가상현실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관심 문제에 대해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기능성

다양한

게임(serious game)으로, 서호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이종의

데이터를

연동하고

정량화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3D 지도에 가시화 할 수

위해

만들어졌다[9]. 사용자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3 차원

있다.

콘텐츠를 통해 관심있는 주제의 정보를 배우고, 게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태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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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반대로, 시민들이

것이다. 그림 2 는 시나리오를 통해 공통적인 활동을

등록한

도출한 것으로 시민들은 크게 태스크 등록, 태스크 수행

태스크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유하고 참조할 수 있다.

및 제출, 리워드 획득을 하게 된다. 태스크 등록을 통해
시민은 주체적으로 도시의 환경문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은 가상증강현실 플랫폼을 통해 태스크를

공유할 수 있으며, 등록된 태스크는 다른 시민과 기관의

등록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획득한 보상을 사용할 수

투표와 심사를 통해 공동 태스크로 선정된다.

있다. 사용자는 태스크를 등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간 콘텐츠를 생성한다. 공간 콘텐츠는 모바일 기기의

태스크 수행은 크게 두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치 센서 정보와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진 촬영(image capture)과 촬영된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의 3 차원 위치 정보, 관심 객체 추적 정보를

라벨링(image labeling)이다. 시민들은 탄동천에서

사용하여 공간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발견한 동식물이나 환경 오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생성한다. 이 데이터는 공간 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에

라벨링하여 디지털트윈에 공유할 수 있다. 라벨을

따라 시민 생성 공간 콘텐츠 DB 에 저장된다. 가상현실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에서 태스크를 등록하고 수행하는 경우 3 차원

추천되는 라벨을 사용하거나, 생물도감 검색을 통해

지도를 기반으로 공간 콘텐츠가 생성된다.
시민들은

태스크를

등록하고

라벨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지만 제출된 경우, 다른
사용자가 라벨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수행하면서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환경에서 지도기반으로 라벨링을

게이미피케이션 행동유도 수단으로써 디자인된 다양한

수행할 수 있다.

리워드(포인트, 레벨, 배지 등)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게이미피케이션 프로파일 DB 에 저장, 관리되고

시민들은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포인트를 획득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가시화, 공유된다. 또한 시민은

일정 포인트를 쌓게 되면 사용자의 레벨이 올라가고,

Dorward et al.(2017)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설계된 관심 지역과 관련 있는 3 차원 가상 동식물을

특정 레벨을 달성한 사용자는 태스크를 작성하고

돌보게 된다. 가상 동식물은 게이미피케이션 프로파일

투표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데이터베이스 내의 다른 리워드 데이터, 시민 생성 공간

공동 태스크의 작성자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콘텐츠 데이터, 관심 지역의 IoT 센서 데이터와

공유했다는 점에서 추가 포인트를 지급 받는다. 또한,

연동되어 3 차원 환경에서 가시화되고, 사용자와

사용자는 정해진 레벨 별로 디지털트윈 우수 시민

상호작용한다.

배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리더보드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된다.

3.2 사용자 시나리오

탄동천과 관련하여 가상 캐릭터로 선정된 생물은
감돌고기이다. 감돌고기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멸종 위기종으로, 2014 년 대전 깃대종으로
선정되었다. 사용자는 가상증강현실에서 감돌고기의
스토리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이 키우는 감돌고기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센서 정보나 시민생성
공간콘텐츠를

통해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게이미피케이션 프로파일 DB 에
저장되어 있는 병든 모습의 캐릭터가 가시화된다.
사용자는 이때 자신의 포인트나, 레벨, 배지를 활용하여
가상 캐릭터를 오염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림 2 사용자 시나리오

스마트 시티의 생태계보전 분야에 시민 참여를

플랫폼을 적용할 첫 번째 연구 대상지인 ‘탄동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기반으로 우리는 두 개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가상증강현실

첫번째는 디지털트윈에 반영할 수 있는 탄동천 디지털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플랫폼 내에서 시민은 주체적으로 도시의

생태 지도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환경문제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하천 오염을 신고하거나 해결한 내용을 보고하는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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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생태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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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장소와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난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을 활용한 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다. 장소의 분산을 통한 다양한 협업과
공동 수업, 이론과 실험, 실천을 결합한 체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교육은 그 특성상 이론과
함께 실천적 행위가 중요한 분야이며, 디자인 교육의
출발로 이야기되는 바우하우스 이래로 체험 교육의
중요성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체험 기반 디자인 교육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은 디자인 교육의 특성과, 체험 교육의 특성과
디자인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이론 및 교육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스튜디오,
웹기반 교육, 가상 현실 교육 환경을 비교하여, 가상
현실 교육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체험 교육의 관점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 관점에서 가상현실의 매체
특성을 이해하고, 디자인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현존감, 체험, 형태 공간 관계성, 입체조형교육, 가상
현실

키를 눌러 앞으로 전진하는 것과 두 손과 팔을 움직여
물속에서 이동하는 것은 같은 결과지만 분명히 다른
사용자경험을 제공한다.
가상현실은 학습자에게 목표지향적으로 설계된
환경에서 현실감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설명한 듀이(John
Dewey, 1966), 탐험적 상호작용과 아이의 지식
구조를 연구한 피아제(Jean Piaget, 1997)의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의 매체적 특징인 현존감을
활용하여, 형태와 공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다루는
체험 중심의 입체조형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탐색하고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디자인 교육에 대한 배경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가상현실
기술과 교육을 연결한 사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기술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 주목할
것이다. VR 의 매체적 특성과 적용 가능한 디자인
원칙을 살펴보고 디자인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을 제안하여 조형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자인 교육 특성과 환경
2.1 체험교육 관점에서 디자인 교육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움직임, 신체적 활동이 지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Montessori, 1996)[1]은 연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자가 동의할 내용이다. 학습은
신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환경은 실제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디지털화된
환경이 존재한다. 디지털화된 환경과 소통하는 주요
인터페이스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대표적이며,
특화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신체적인 몸짓과 행위가
동반된 컨트롤러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2]. 키보드의

예술과 산업의 경계에서 다양한 실험을 펼쳤던
바우하우스를 통해 디자인 조형 교육을 논의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 Vorkurs(예비 과정)은 예술,
디자인 및 건축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토타입으로 논의된다. Vorkurs 의
역사는 프뢰벨 사상의 교육적 뿌리에서부터,
1919 년에서 1933 년 사이의 설립 및 수정, 오늘날
이론가들의 버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바우하우스의
대표적인
교수진인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와 모호이너지(Lászl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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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oly-Nagy)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1937 년에
출판한
’Education
Towards
Creative
Design’에서는 미국 K-12(유치원에서 대학까지
12 년 교육과정을 의미) 교육을 위한 Vorkurs 미술
및 디자인 교육 이론의 재검토가 창조적 공간과 형식
숙달에 풍부한 정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바우하우스의 학생이자 교수진이었던 알버스(Josef
Albers)가
정착한
블랙마운틴
컬리지는
바우하우스의 유산이 미국에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론이 아닌 실습을 학습의 중심에
두고, 경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설명한 듀이의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세워진 예술 중심 학교였다.
듀이와
레윈(Kurrt Lewin)을 포함한 교육
심리학자들은 1900 년대 초부터 체험적 교육 형태의
이점을 강조해 왔다. 체험적 교육은 과목의 지식
향상(Chickering & Gamson, 1987), 학생들의 참여
증가 (Hanson & Moser, 2003; Schott &
Sutherland, 2009), 학생 진로 의사 결정 강화
(Cantor, 1997), 평생 학습자의 개발 (Grabinger &
Dunlap, 1995)의 이점을 말하였다[4].
디자인 교육은 조형을 다루는데 있어서 재료에 대한
탐구와 실습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수차례 실습을
통해 가능한 조형 방식과, 직접 손으로 다루어 보면서
디자인 변형을 반복한다. 알버스가 수십년 전에
블랙마운틴 컬리지에서 진행했던 커리큘럼은 현재
디자인 학부 1 학년 수업에서 하는 실습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초 조형 수업 뿐만이 아니라, 2D, 3D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모형과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디자인을 발전시키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며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2.2 디자인 교육환경의 변화
유연하고 지속적인 학습 환경에 대한 필요성의
결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강의실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교육이
동반되는
디자인에서는
특히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강의 환경에서 교사는 강의와 과제 출제,
과제에 대한 크리틱 및 평가, 토론 지도와 같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역할은 듣기,
필기, 지시에 따르고 크리틱에서 논의된 디자인
기술을 연습한다.
웹 기반 디자인 수업에서는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5]. 학습자들이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의사 소통은 웹에서
퍼질 수 있으며 이 상호작용은 새로운 도구와

방법으로
제공된다.
인터넷상의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전자 메일, 채팅 프로그램 또는 포럼
시설을 위한 공유 데스크탑, 화이트 보드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통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여 다른
관점을 공유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에게 더 비판적 접근을 받을 수 있다.
표 1은 온라인 디자인 교육의 이점을 사회적,
이데올로기, 인식론,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표 1. 웹 기반 디자인 교육의 양상 분석[5]
Sociological
Level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사회의 책임을 더 잘
인식하게 할 수 있다.

Ideology
Level

지리적,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컴퓨터 매개 통신은 학생들의 접근
방식의 확대를 가져온다,

Epistemological
level

다양한 문화, 분야 및 기술의 공유로
상호작용의 이점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방식이 확장된다.

Pedagogical
level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과
역할 부여, 새로운 매체에 대한
습득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웹 기반 디자인 수업에서 실습 교육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으로 증강현실
기반 이러닝이 있다[6].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교수자의 평가 내용이 증강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인데, 교수자-학습자간 상호작용과 실재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교육용
컨텐츠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접근한 교육
도구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가상현실의 활용은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헤드셋
안의 360 도 환경에 놓이게 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현실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다양한 컨텐츠에 입혀 제공하고 있다. 교육용
컨텐츠로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가상현실의 경제성과 감각적 품질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될 것이다.
가상현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디자인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원칙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3. 가상현실과 교육
3.1 가상현실의 매체적 특성과 활용
가상현실경험은 일반적으로 실제 환경에서는 볼 수
없는 360°의 헤드셋 내부에서 몰입한 경험을
의미한다. 가상현실에서는 학습자가 실제 환경
에서와 같이 회전하고 이동하며 디지털 환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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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반응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몸이 가상환경
안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를 현존감, 실재감,
프레즌스(presence)와 같은 용어로 표현이 된다.
프레즌스는 “가상 세계에서 특정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며,
심리적
몰입의
특정한
형태”로
정의된다[7]. 그 느낌은 본능적이고 강한 감정으로
설명되는데, 스마트 폰과 같이 낮은 몰입 환경에서도
컨텐츠가 매력적이라면, 주변의 실제 환경을 잊게
되는 현존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프레즌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스튜어
(Steuer, 1995)는 인간의 경험과 기술의 관계를 모형
화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선명도와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성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꼽았다[8].
라브로프(Lavroff, 1994)는 감각적인 몰두, 탐색
가능성, 조작 가능성과 같은 매체 특성과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9]. 김태용(2000)은
감각적 몰입도, 감각적 충실도, 인지적 충실도,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10].
프레즌스가 증가할수록 사용자는 ‘각성’을 통해
컨텐츠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컨텐츠나 미디어 체험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Kim & Biocca(1997)은 프레즌스가
증가할수록 컨텐츠에 대한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11].
Lombard
&
Ditton(1997)과
Heeter(1995)는
프레즌스를
경험한
사람이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Heeter(1995)는
프레즌스 효과로 각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각성은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에
실리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경험의
정도를
의미한다[12].
가상현실은 시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몰입 콘텐츠를 제공, 학습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다방면의 가상현실 기반 학습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이 가상현실 세계를 반복해 경험하게 할
겨우 놀라운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학습현장에서 기대 이상의 학습효과를 거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표 2. 분야별 VR 교육
분야
과학
미술
산업
안전교육
언어

교육 효과
태양계, 지형 지리 학습 응용
미술관 박물관 체험
인테리어, 건축디자인 설계
자동차 운전, 산업 도구 활용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재난 안전교육

의료

가상, 원격 수술, 해부학 학습

3.2 가상현실 교육 설계
가상현실에 대한 교육 설계 지침은 JohnsonGlenberg 의 실험을 통한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 가지 구성에 기반하여
가상현실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해 보였다: 1)감각
운동 참여의 양, 2)제스처와 학습 내용과의 적합성,
3)사용자가 경험한 “몰입/현존감”의 정도[13]
감각 운동 참여의 양은 학습자의 움직임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즉, 걷거나 팔의 움직임은 서있거나
화면에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감각 운동 뉴런을 활성화 시켜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스처는 학습 개념에 잘 맞아야 하는데,
내용의 요점을 지지하고 학습 목표에 의미 있는
연습을 제공해야 한다. 감각 운동의 크기는 제스처와
학습 내용과의 일치 여부보다는 덜 중요하다. 작지만
매우 합당한 움직임은 학습 개념 관련이 낮은 큰
동작만큼 효과적 일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움직임
자체가 실제와 완벽하게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은유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고 보았다.
학습자가 높은 몰입을 경험할 때, 학습자는 가상
환경에 대한 의문을 중단하고 의미 있게 행동하였다.
학습자는 종종 시간과 장소를 추적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학습은 참여와 동기 부여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sikszentmihalyi,
1997). 이처럼 몰입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학습효과와 연결 될 것이다[14].

4. 디자인 교육 방법 제안
4.1 스케일 변형을 통한 조형의 재발견 프로젝트
앞서 살펴본 가상현실의 매체적 특징을 전제로,
연구자는 미술대학 1 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입체 조형 수업의 교육과정 한 개를 선정하여,
가상현실을 추가한 교육 과정 시나리오로 제안해
보려 한다.
기존의 수업 목표는 자연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개념 설정과 조형 언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평면 작업에서 입체
디자인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종이나 폼보드와 같은 재료로 수차례 수정을
하며 제작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대상의
직접적인 묘사가 아닌 조형 요소와 원리를 추출하여
단순화하고 추상적인 조형물을 창작해 내는 것이
목표이다. 조형물의 1 차 제작 후 스케일 개념을
접목시키고 조형물을 정의 내리게 된다. 대상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사이즈와 비율로 인해 그
조형물은 사물, 혹은 공간으로 읽혀 지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외국인과 상황 재현 언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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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 교과 과정
교과 목표

자연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개념
설정과 디자인 언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디자인 프로세스로서
디자인 개념을 언어화, 이미지화하고 이를
2D 디자인에서 3D 디자인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형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스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영역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실습 과정

자연물의 선정 > 추상화/단순화 과정 >
입체 스케치 > 조형물 제작 > 스케일 적용
> 재료 매핑 > 발표/공유

재료

4.2 가상현실 헤드셋을 활용한 체험적 학습 제안
조형물 옆에 크기가 다른 사람 모형을 두고 사진을
찍거나, 컴퓨터 화면에서 포토샾 등의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변형을 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조형의
재창작 과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프레임 안에 제한된
이미지를 관찰하게 될 뿐이다. 가상현실 환경 안에
들어가 1 인칭 경험을 해본다는 상상을 해보자.
HMD 를 통해 학생은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게 되어
직접 조형과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제작한 조형에 압도 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조형의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는 기존의 실습 과정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시킨
내용이다.

종이, 폼보드, 재료 매핑용 소재(색상
시트지, 메탈 시트, 나무 판재 등)

아래 <그림 1>과 <그림 2>는 스케일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
이미지이다. 조형으로 먼저 접근하여 그 용도를
스케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가상현실을 접목한 교과 과정

기존 교과 과정에서 조형물을 완성한 다음 단계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HMD 를 착용하여 학습자가 제작한
조형물이 눈앞에 보여지고 조형물이 놓인 환경으로
들어가 경험자가 되어 컨트롤러를 통한 제스쳐
인터랙션으로 조형의 스케일을 바꿔볼 수 있다.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가상현실의 매체적 특징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유롭게
스케일을 조정하고 원하는 재료를 매핑해 보며
조형물의 용도를 학습자가 정의 내려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제안한 프로젝트는
전통적 스튜디오 환경에서 제작 시간 부족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작업을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예상한다.

그림 1 François Blanciak 의 책 “Siteless”에서 소개된
건축 아이콘[15]

5. 결론 및 논의

그림 2 스케일에 따른 조형물의 용도 구분. 손에 놓여지면
용기나 어떤 사물이 되고, 크기가 커지면서 가구, 공간,
건축에 이르게 된다 .

스케일 개념을 접목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인간 모형을 조형물 옆에 배치 시켜보거나, 조형물의
사진을 찍어 포토샾과 같은 그래픽 툴로 합성을
해본다. 표면에 다양한 소재를 매핑하여 제작을
마무리한다.

이론과 동시에 실습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디자인 조형 교육에서 그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교육
방향을 논의해 보았다. 교육의 체험적 관점과, 디자인
교육의 특성,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서 연구자는 가상현실과 디자인
교육의 연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본 결과, 가상현실의 매체적
특징을 적극 활용하면 분명히 학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험 교육을 육성할 더
정교한 전망을 제시한다. 경험적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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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활용은 20 세기의 기존 교육 철학과 21
세기 기술 혁신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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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전부터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5G 를

종이신문을 시작으로 수많은 매체를 거쳐, 현재는 많은
사용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는 카드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등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다. 그 중
5G 시대를 맞이해 VR 의 발전과 관심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던 VR 저널리즘이지만 연구를 통해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VR 저널리즘은
HMD

를

사용자들의

중심으로
사용과

연구가
대중화에

이루어졌으나,
제약이

일반

있었다.

저널리즘의 선두에 위치한 언론사들이 모바일용 VR
뉴스를 제작 및 제공함으로써, HMD 가 아닌 개인
모바일, 디지털 디바이스 등을 통한 VR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사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 저널리즘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로서
기존의 ‘Image’와 ‘Video’ 형태의 뉴스와 새로운 ‘VRImage’, ‘VR-Video’ 형태의 뉴스를 비교하여, 뉴스
질적 평가,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추천, 선호도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뉴스 유형에
따라 사용자 평가의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스 질적 평가를 제외한 사용자
평가

요인에서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에서 VR 저널리즘이 사용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통해 VR 기술 구현에 있어 초저지연성 (동시처리용량),
초연결성 (동시접속 가능 기기), 초고속(전송속도)을
확보해 시간 차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4K 와 같은 고해상도 VR 영상
시청이 가능하여 몰입감과 실재감이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는 게임뿐만이 아닌 교육, 제조/산업, 커머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며, 더 이상 특정
분야가 아닌 대중적 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1].
콘텐츠 제작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론매체 영역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실감

미디어

박차를

가해왔다.

탐색하는

자발적

모습에

핵심

선두주자인

정보를

맞춰

저널리즘

영역을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 2015 년 VR 뉴스를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는 CNN, ABC, BBC, VR 조선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언론사에서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유튜브 혹은 VR 영상 플랫폼을 통해
채널을 운영하거나, 독자적 VR 뉴스 웹사이트와 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VR

저널리즘을

탐색하고,

모바일에서 이용되는 뉴스의 유형을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콘텐츠 활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
2.1.

이론적 고찰
VR 저널리즘 정의

저널리즘이란

상용화되었으며, 이는 이동통신 산업에서 뿐만이 아닌

수동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2]. 저널리즘의 혁신적 변화

VR Journalism, Immersive Journalism, 사용자 평가

2018 년 12 월부터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 가

독자들이

수용하고 시청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론

Reality),

뉴스(Immersive Journalism) 개발에

주제어

1.

VR(Virtual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 중심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구체적
으로는 방송과 신문, 잡지에 의한 활동을 가리킨다[3].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VR(가상현실)은 실제 환경 혹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되었다. 이미 Virtual Reality (이하 VR)은 몇십 년

구축한 가상의 환경을 소리와 같은 타 감각을 자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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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함께 재생하여, 이용자의 오감을 자극해 실제와

사례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된다. ‘사용자 중심

유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4].

디자인’의 기본 원칙에 따라 VR 환경에서의 사용자

VR 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변화가 시작한 분야로 ‘VR
저널리즘’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Text 와 Image,
Video 가 결합된 정보 전달 방식을 넘어, VR 기능의
Image, Video 뉴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시청자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욱 몰입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많은 VR 콘텐츠가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가상현실 공간이 구현되었다면, VR 저널리즘은 ‘촬영’

경험은 VR 영상의 몰입 경험 및 체험을 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VR 사용자 경험’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VR 저널리즘은 VR 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Contents 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VR 저널리즘은
현실 감이나 현장감, 생동감, 몰입감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재감과
몰입감을 통해 사용자들의 기억, 이해도,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영상(360°)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360°영상이 몰입적

2.2.3.

요인에 충분히 기술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몰입형

지속사용 의도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만족이나

영상’ 또는 ‘구형(spherical) 영상’으로서 가상 현실
보도와 함께 ‘VR 저널리즘’으로 지칭되고 있다[5].

지속사용 및 추천

다양한 이유로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사용자 경험의 정적인 영향의 결과인 높은 만족도는

VR 저널리즘의 특장점으로 발생한 사건 보도와 정확한

지속사용 혹은 재이용의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더욱더 전문적이며

지속사용 의도는 사용 경험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뿐만 아니라 르포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서비스 성공의

콘텐츠는 현장감을 줄 수 있어 저널리즘적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12]. 추천 의도는 사용자 경험에

상승시키며, 뉴스에서 독자적 시선을 가지는 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적 평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적일 수 있다. 언론사들은 VR 을 활용하면

내용을 포괄한 사용에 대한 평가 결과이자 타인에게

이용자의 몰입도가 높아 기존 동영상이나 기사보다

권유하는 심리적 행동이다. 사용자가 서비스나 제품에

체류 시간이 길고 사건 현장에 있는 듯한 효과를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 의사결정 시에

전달하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6].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2.2.

2.2.4.

2.2.1.

사용자 평가 요인

‘뉴미디어’(New-Media)란

뉴스 질적 측면

1830 년대 미국에서 ‘페니 프레스(대량 생산된 타블로
이드 형태 신문)’가 등장하면서 뉴스의 대중성을 얻게
되었다. 대중성을 얻은 뉴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
되어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다[7]. 현재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지만, 뉴스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디지털
관점’ 보다는 ‘전통적 관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문에서

라디오로

저널리즘

매체가

변화하면서

미디어 환경의 특성만이 발전할 뿐, 뉴스의 가치와 평가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 뉴스의 가치, 즉 질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는 전통적 미디어 시대를
넘어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있지만, 뉴스의 본질적
가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뉴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 뉴스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8].
2.2.2.

뉴미디어 관심도

사용자 경험

정보전달

방법에

있어

기존의 미디어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이다. 즉, 이전의 미디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갖추어 차별점을 지닌 새로운 미디어를
일컫는다.

그러나

‘뉴’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난다고 해서
기존의 미디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간
영향을 주고받아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한다. 예를
들어, 현대에 전 세계 사람 들을 이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SNS 기술은 과거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하고 인스턴트 메신저를 거쳐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뉴미디어는 과거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여 발전하게 된다[14]. 현대적
뉴미디어는 멀티미디어를 의미하며,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여러 정보를

하나의 매체로

전달하고

있다[15].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매체의

혁신을

인류는

끊임없이

물리
정보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시스템, 서비스, 제품을

모색해왔으며, 새로운 경험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

이용하며 갖는 감정과 지각, 생각, 인지, 행동 등 총체적

뉴미디어의

경험을 말한다[9]. 사용자 경험 평가는 연구 영역과

사용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확산, 참여하는

발전은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 시켜 왔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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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점차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중시

뉴스 유형별로 사용자 평가를 위해 뉴스 질적 평가,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16].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추천 요인을 총 21 문항, 뉴스

3.

유형의 선호도와 뉴미디어 관심도 요인을 총 5 문항

연구방법

으로 측정하였다. 뉴스 질적 평가, 사용자 경험, 지속

앞서 소개한 VR 저널리즘에 대한 시대˙환경적 배경과

사용 및 추천, 뉴미디어 관심도는 Likert 7 점 척도로

뉴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용 하였으며,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점(매우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선호도는 1 순위에서 4 순위

3.1.

까지 가장 높은 순위는 경우 4 점을, 가장 낮은 순위는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뉴스 유형은 사용자 평가(뉴스 질적 평가,

1 점으로 배점하였다.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추천,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4.

것인가?

[연구 문제 1] 뉴스의 형태는 사용자 평가(뉴스 질적

[연구 문제 2] 뉴미디어 관심도에 따라 뉴스 유형은

평가,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추천, 선호도)에 차이가

사용자 평가(뉴스 질적 평가,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있을 것인지 밝히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

추천,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분석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3.2.

표 1. 뉴스 유형에 따른 뉴스 질적 평가 결과

연구 설계

연구 결과

구분

본 연구는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M

SD

연령대인 20~40 대, 105 명을 대상으로 대면 실험을

Image

4.81

1.09

진행하였다.

Video

5.28

0.96

VR-Image

5.03

1.12

VR-Video

5.29

1.07

평균

5.10

1.08

실험참여자는

개인

소유의

모바일을

뉴스

통하여 제공되는 뉴스를 읽고, 각 뉴스를 읽고 난 후

질적 평가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뉴스의 순서에
따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
참여자별로 뉴스의 순서를 무작위로 제공하였다.

F(p)

4.900**
(.002)

뉴스 유형에 따른 뉴스 질적 평가 차이 검증 결과,

실험 도구는 가상현실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뉴스
영역으로 탐사보도, 집회, 재난⋅재해 사고 현장 등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공간 정보와 현장감 있게 전달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이 결과에 영향이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해

Video 유형(M=5.28)과 VR-Video 유형(M=5.29)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Image 유형(M=4.81)은
상대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p<.01)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표 2. 뉴스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 평가 결과

국제 사회/정치 뉴스인 <폐허가 된 ‘IS 수도’ 라까>

구분

[17]와 <‘200 만 피플 파워’ 中 굴복시킨 홍콩>[18]을
선정하였다. 뉴스는 가상의 언론사로 Text 와 함께
Image, Video, VR-Image, VR-Video 를 제공하는

사용자

4 가지 유형, 총 8 개의 뉴스를 제작하였다.

경험

M

SD

Image

3.16

1.08

Video

4.56

1.17

VR-Image

4.82

1.23

VR-Video

5.38

1.33

평균

4.48

1.46

F(p)

64.163***
(.001)

사용자 경험 검증은 VR-Video 유형(M=5.38)이 타
유형보다 높이 평가되었다. Image 유형(M=3.16)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으며, (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그림 1. 실험 모습 Image, Video, VR-Image, VRVideo 순
VR 요소 뉴스는 실제 사례와 같이 VR 화면 영역을
손가락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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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뉴스 유형에 따른 지속사용 및 추천 결과

구분

지속사용
및 추천

M

SD

Image

3.56

1.22

Video

4.36

1.26

VR-Image

4.85

1.48

VR-Video

5.10

1.62

평균

4.47

1.52

표 6.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뉴스 질적 평가

F(p)

추정 평균 비교

24.475***

고관심

구분

(.000)

중관심

저관심

(N=16) (N=70)

(N=19)

Image

4.91

4.88

4.48

뉴스

Video

5.59

5.29

4.97

유형

질적

VR-Image

5.47

5.11

4.35

(M=5.10)이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Image 유형

평가

VR-Video

5.64

5.41

4.59

평균

5.40

5.17

4.60

지속사용

및

추천

의도에서는

VR-Video

(M=3.5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뉴스 질적 평가

표 4. 뉴스 유형에 따른 선호도 결과

차이 분석 결과 고관심도그룹은 VR-Video 유형

구분

선호도

M

SD

Image

1.73

1.09

Video

2.58

0.88

VR-Image

2.49

0.87

VR-Video

3.08

1.14

평균

2.47

0.15

(M=5.65)을 상대적 높이 평가하고, 저관심도 그룹은

F(p)

VR-Image 유형(M=4.35)을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표 6].

99.180

[표 5].

(.000)

표 7.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

구분

선호도 결과를 살펴보면, VR-Video 유형(M=3.08)은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며, Image 유형
(M=1.73)은 가장

결합 효과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F=.618, p=.716)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df

뉴스 유형 *관심도 17.228

낮은 수치를 보이며, (p<.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SS

6

MS

F(p)

2.871

2.075*
(.050)

표 8.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 추청
평균 비교

구분

[연구 문제 2]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형태에 따라
사용자평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뉴스 질적 평가,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추천은 이원변량분석(Two-

사용자

Way ANOVA)와 선호도는 다변량 분석(MANO-

경험

VA)를 실시하였다.
뉴미디어 관심도는 ‘모집단의 평균값(4.78) + 표준편차
(1.39) = 6.16’보다 큰 경우 고관심도그룹, ‘평균값 –
표준편차

=

3.39’보다

작은

경우

저관심도그룹,

평균값이 고관심도그룹보다 작고(6.16 이하) 저관심도
그룹보다 큰(3.39 이상) 경우를 중관심도 그룹으로
하였다. 기준에 따라 고관심도그룹은 16 명, 중관심도
그룹은 70 명, 저관심도그룹은 19 명으로 구분되었다.
표 5.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뉴스 질적 평가

구분

SS

df

MS

F(p)

뉴스 유형 *관심도

3.987

6

0.664

0.618
(.716)

고관심

중관심

저관심

Image

2.97

3.20

3.16

Video

5.02

4.52

4.32

VR-Image

5.52

4.82

4.24

VR-Video

6.13

5.44

4.54

평균

4.91

4.49

4.07

뉴미디어 관심도에 따른 사용자 경험 분석 결과 모든
그룹에서 Image 유형 (고:2.97 점 / 중:3.20 점 /
저:3.16 점)을 비교적 유사하게 평가했다. 고/중 관심도
그룹에서는 VR-Video, VR-Image, Video, Image
유형 순으로 높이 평가했다. 반면, 저관심도그룹에서는
사용자 경험 평가 차이가 크지 않지만, VR-Image
유형(M=4.24)은 Video 유형 (M=4.32)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표 8].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F=2.075, p=.05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7].
표 9.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지속사용 및 추천

구분

SS

뉴스 유형 *관심도 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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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지속사용 및

5.

추천 추정 평균 비교

5.1.

구분

지속사용
및 추천

고관심

중관심

저관심

Image

3.64

3.45

3.89

Video

4.75

4.35

4.10

VR-Image

5.58

4.81

4.37

VR-Video

5.90

5.25

3.87

평균

4.97

4.46

4.06

평가와 선호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편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바일에서의 VR 저널리즘 사용자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요인의 차이 분석 결과 고/중 관심도그룹에서는 VRVideo, VR-Image, Video, Image 유형 순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저관심도그룹에서는 Image 유형(M=3.89)
/ Video 유형(M=4.10)/VR-Image 유형(M=4.37)/
VR- Video 유형(M=3.87)이 다소 평이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표 10].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F=2,789,
p=.01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9].

.198

오차

있었다. 뉴스 질적 평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타 요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VR 요소 뉴스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타 유형보다 높이 평가되었다. VR 뉴스가 모바일에서
충분히 사용자에게 실재감, 몰입감, 호감도, 전달력을

자유도

자유도
830.000***

확인하였다.

뉴미디어에 관심이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VR 뉴스를 재이용할 의사를

F(p)

표출하였으며, 타인에게 추천을 통해 확산의 가능성을

***

11.402
(.000)

확인하였다.
둘째, 뉴미디어 관심도에 따라 사용자 평가의 결과는

표 12.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선호도 추정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중 관심도그룹은

평균 비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저관심도 그룹에서는 VR
구분

고관심

Image
Video
선호도 VR-Image
VR-Video
평균
뉴미디어 관심도에 따른

중관심

저관심

요소의 뉴스보다 2D 요소의 뉴스를 다소 높이

1.44
1.56
2.63
2.44
2.56
2.79
2.63
2.51
2.32
3.31
3.29
2.16
2.45
2.48
2.47
뉴스 유형별 선호도 차이

결과, 고/중 관심도그룹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고관심도그룹에서는 VR-Image 유형(M=2.63)
은 Vi-deo 유형(M=2.44)보다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고,
중관심도그룹에서는

Video

유형(M=2.56)이

VR-

Vidoe 유형(M=3.29)보다 비교적 높이 평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그 값은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났다.
반면, 저관심도그룹은 VR-Image 유형(M=2.32), VRVideo

선호도에서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수 있음을

가설
8.000

질적 측면을 제외하고, 사용자 경험, 지속사용 및 추천,

함께 청각적 요소를 통해 현장감과 실재감이 상승 될

분석 – Pillai 의 트레이스 효과

뉴스 유형
*관심도

첫째, VR-Video 유형 뉴스는 사용자 평가에서 뉴스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적 요소와

표 11.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선호도 다변량

값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모바일 VR 저널리즘 콘텐츠 활용의 사용자

뉴미디어 관심도와 뉴스 유형에 따른 지속사용 및 추천

구분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유형(M=2.16)보다

Video

유형(M=2.79),

Image 유형 (M=2.63)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VR-Video 유형은 타 두 그룹과 달리 가장 낮은

평가하고, 선호도에 있어서 VR-Video 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관심도그룹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의 뉴미디어 관심도 요인
응답을 살펴본 결과, 뉴미디어의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VR 요소의 뉴스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실험참여자 대다수는 탐색을 통해 사건 혹은
사건의 현장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의 모습만을 전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였고, 다소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VR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과 호감을 얻었다면, VR 저널리즘만의 스토리텔링
으로 사용자를 확장시키고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호도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12]. 다변량 검정 결과

5.2.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402,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5G 기기의 보편화가 아직

p=.000) [표 11].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미미하여 다소 낮은 해상도의 영상이 제공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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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제외한 뉴스

13. 신광수. (2017). 인터넷전문은행의 지각된 가치와

해설은 모두 Text 로 통일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지각된 위험이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한계를 개선한다면 VR 뉴스의 평가는 더욱 상승할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연구 실험 참여 모수에 다소
한계가 있었고, 관심도의 양극단에 분포한 관심도 그룹의
모수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 황의록, 김창호 (1995). 구전(口傳)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헌연구. 광고연구. (No.26, 55-84)
15. 위의전, 김성훈 (2019). 뉴미디어 환경에서 트랜스

향후 연구 과제는 VR 뉴스에 적합한 뉴스의 영역을

브랜딩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맞는 스토리텔링 연구를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통해 VR 저널리즘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스토리텔링

전략에
(25(1),

16. 전혜연. (2013). 뉴미디어

역사

관한

연구.

p.307-318).
시각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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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고 몇백 개씩
방치하면서도 배지 기능을 끄지는 않는 사용자들의
배지 알림에 대한 인식과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와 해당
알림을 읽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평소에 배지 알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른 푸시 알림과 함께
배지 알림을 사용하는 패턴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 21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배지 알림이나 생활 및 쇼핑
어플리케이션의 관련성이 낮은 광고 배지 알림들이
주로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잠금 화면의 알림 미리 보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대부분의 알림 내용을 확인 및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우 배지 알림은 처리가 급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남겨진 소식의 개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과 답하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있으니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리마인더로서
배지를 사용하는 패턴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적인 알림 형태인 배지 알림의 의의 및 기능을
새롭게 탐색하였다.

주제어
Badge notification, User interaction, Interaction
design

1. 서론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은 내부에 확인해야
할 상태 변화나 업데이트된 소식이 생기면 다양한
방식의 푸시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린다.
어플리케이션의 양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저장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알림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팝업과 배지

아이콘에서부터 배너, 잠금 화면 및 알림 센터를 통한
알림 미리보기까지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 뿐더러 같은 내용의 알림이 PC, 패드, 스마트
워치 등 연결된 멀티 디바이스에서까지 전달되면서,
사용자는 같은 알림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처리해야하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다(Weber, 2017).
이에 따라 과도한 알림에 스트레스와 귀찮음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알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갤럭시의 ‘숫자 없이 배지만 표시’ 기능이나 아이폰의
어플별 알림 개별 관리 기능처럼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알림의 성가심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는 달리, 최근의 일부 사용자들은 알림 자체에
아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무딘 반응은 배지 알림에 대해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소식에 대한 알림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확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지를 지우게 되는 원래 설계와는 달리, 화면 곳곳에
눈에 띄는 배지가 몇 개씩 떠 있어도 읽지 않은
소식들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자신이 읽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용자들은 배지의 숫자가 몇백 개를 가리켜도 딱히
눌러볼 생각을 하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배지가 아예
뜨지 않게 설정을 바꾸지도 않는다. 잘 확인하지도 않을
배지들을 떠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사용자들은 대체
어떻게 알림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느끼는
배지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로부터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RQ1 :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및 기능에 따라 배지를
읽는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RQ2: 배지 알림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기준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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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스마트폰 알림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
알림의 양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알림을 받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알람을 보내는 시공간적 조건, 앱의 종류,
알림의 내용에 따른 수용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임진아(2012)는 푸시 알림의 종류와
시공간적 맥락을 분류하였고, Westermann, Wechsung
& Möller (2016)는 시간에 따른 광고 알림 수용을
분석하였으며, Mehrotra, Hendley & Musolesi
(2019)는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알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알림의 수용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Yuan et
al.(2019)은 알림 수용률을 높이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모델을 제안했고, Kerber et al.(2016)은 화면이
작은 스마트 워치에서 다양한 내용의 알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한 바 있다.
2.2 스마트폰 알림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한 연구
알림에 의한 주의 분산과 집중력 저하, 정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및 성가심과 같은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나치게 많이, 또
자주 오는 알림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일상과 업무에
방해감과 귀찮음을 느끼며(Yoon & Lee, 2015), 더
나아가서는 처리하기 버거운 과도한 정보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Lee et al., 2014). 많은
연구들이 알림으로 인한 방해와 스트레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스마트폰 알림에 관련된 연구는 대개 모든
종류의 푸시 알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더 잘
수용되는 효율적인 알림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배지 알림 단독을 대상으로
배지 알림의 사용 패턴과 배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알림의
종류와 방식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현재, 고전적인
알림 형식인 배지의 기능이 이전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20-30 대로 평균 연령은
26.14 세이다. 인터뷰 참가자 중 배지 알림을 보면 바로
확인한다고 답한 사용자는 5 명, 바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확인하거나 읽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고
답한 사용자는 16 명이었다. 전체 21 명 중 18 명이
아이폰 사용자였으며,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사용자 16 명은 모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3.2 인터뷰 및 분석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배지
알림이 떠도 바로 확인하지 않는 앱의 종류 및 기능과
바로 확인하는 앱의 종류 및 기능,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푸시 알림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방식, 배지 상태 및 숫자 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정에서 배지 기능을 아예 끄지 않는 이유로 인터뷰를
구성하였다.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는 집단의 경우
배지 알림에 대한 인식과 태도, 푸시 알림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방식으로 인터뷰를 구성하였다. 배지 알림을
읽지 않는 현상에 대한 탐색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배지를 읽지 않는 집단의 인터뷰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오픈 코딩하여 카테고라이징하는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배지를 읽는 집단의 인터뷰 데이터는
분석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결과
4.1 앱의 종류 및 기능과 배지 알림 확인
iOS 및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에서 사용하는 분류와,
선행연구의 어플리케이션 분류(Falaki et al., 2010;
임미나, 2012)를 참고하여 배지 알림이 떠도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분류하였다. 문자
앱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있기 때문에
메신저 앱과 구분하였다.

 4.1.1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앱
분류 체계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개수
13

텔레그램

라이프 스타일

3. 연구 방법

음식점 앱, 스탬프 적립 관리, 건강,

13

여행, 교통 등

쇼핑

3.1 참가자 모집

지그재그, 당근마켓, 면세점, 쇼핑몰,

11

아이디어스 등

스노우볼링 표집 방법으로 모집한 스마트폰 사용자
21 명(남 2, 여 19)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문자

- 225 -

기본 문자 앱

10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소셜 네트워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9

방이라서, 내용이 별 의미가 없어서

블로그, 카페, 네이버 밴드
이미 확인해서

잠금화면과 알림센터의 미리보기,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유튜브, 핀터레스트

9

메일

기본 메일 앱, 지메일, 네이버 메일 등

6

내용을 확인해서, 직접 한 행동에

금융

카드 및 통장 관리 앱, 입출금 알림 앱,

6

쿠팡 결제 알림 등)이라서

배너, PC 나 스마트 워치로 이미
대한 알림(스타벅스 음료 완성 알림,

토스 등

시스템

기본 설정 앱, 앱스토어

4

생산성

클라우드 앱, 취업 어플 등

2

기타

포털 사이트 앱 등

2

총 개수

85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복합적인 이유를 분류한
것은 다음 표 2 와 같다.
비율

관심이 없어서

현재 나와 관련성이 낮은

37.7%

내용이어서 , 관심 없는 광고라서,
권유대로 따르지 않을 시스템
알림이어서, 앱 자체에 관심이 거의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이라서,
내가 답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 이야기

22.1%

이미 너무 많은 알림이 쌓여있어서,

않아서

알림이 너무 자주 많이 와서, 알림을
지우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알림을

11.7%

몰라서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메신저와
라이프 스타일로 분류되는 앱이 가장 많았다. 메신저의
경우 급하게 답할 필요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적
연락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라이프 스타일
앱에서 보내는 알림은 자신의 상황과 관련성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쇼핑의
경우는 대부분 상품 혹은 이벤트를 홍보하고 제안하는
광고 알림인데, 쇼핑할 의지가 크지 않거나 쇼핑할
여건이 충분치 않을 때 받는 광고 혹은 관심 없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거의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의 경우 문자의 내용이 거의 다 스팸 및 광고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70%).
소셜
네트워크와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되는 앱의 경우, 앱을
통해 하는 활동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인
흥미와 취미 및 킬링 타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림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77.78%). 특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카카오톡 단톡방의 알림이나 페이스북의 친구의
활동에 관련된 알림 등은 쉽게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

처리가 쉽지

어디서 확인해야 배지가 사라지는지

표 1. 배지 알림이 떠도 확인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분류

이유

16.9%

6.5%

몰아서 처리하기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위해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급하지 않아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서

2.6%

리마인더로 쓰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음을

2.6%

위해

배지를 보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예정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표 2.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알림 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7.7%). 이
중에서는 관심 없는 상품 및 이벤트를 홍보하는 광고
알림인 경우가 많았으며(32.76%), 현재 자신의 상황과
별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알림(”미국에서 쉽게

모임에 나가서 소셜라이징 하려고 쓰던 앱인데 지금은
한국에 있어서 확인 안 하고 있어요.”-P21), 앱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 (“어차피 잘 안 쓰는 앱이라서… 그리고
홈 화면의 뒷페이지에 있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P15), 알림의 권유대로 따르지 않을 시스템
업데이트 알림 등 관련성과 가능성이 낮은 알림이
해당되었다.
‘알림이 중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업무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82.35%). ‘알림을 이미 확인해서’라고
응답한 참가자 모두가 잠금 화면의 알림 미리보기를
통해 알림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PC 나 패드를 통해 처리한 알림이 모바일 앱에서
지워지지 않은 경우 그대로 방치하거나, 스마트 워치를
통해 내용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한 행동에 대해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뜬 배지임을 아는 경우에도 배지 알림을 확인하지
않았다(“픽업대에서 이미 음료를 받아서 나왔는데 굳이

스타벅스 앱에 다시 들어가 음료 완성 알림을 지우지는
않는 거죠.”-P10). ‘처리가 쉽지 않아서’라고 대답한
경우, 알림이 너무 자주 많이 오거나 이미 너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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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가 쌓여 있어서(“제 번호로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이미 쌓인 배지 숫자가 몇백개라서 그냥 지우기를
포기했습니다.”-P12), 알림을 지우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이걸 지우려면 알림함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깊이 있어서 귀찮아요.”-P06), 알림을
어디서 확인해야
포함되었다.

하는지

몰라서

등의

이유가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경우, 참가자들은 미리보기를 통해 알림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확인을
미뤄둔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배지 알림을 리마인더로
쓰기 위해 남겨두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
일부러 배지를 남겨두는 경우와, 예정일 및 이벤트를
염두에 두기 위해 예정일 전까지 배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메신저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오가거나 하루 종일
자주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표 4 에서는 평소에 다른 배지 알림들은 잘 확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앱의 알림은 확인하는 이유를
분류하였다. 높은 중요성과 시급성, 큰 관심 정도는
알림을 확인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높은 사용 빈도(“계속 자주 쓰니까 뭔가 배지가
떠있으면 이상하고 보기가 좀 그래요.”-P19), 쉽고
빠른 알림 처리(“특히 카톡은 앱에 들어가기만 하면

배지가 사라지니까…”-P03)가 이유로 나타났다.
이유

세부 내용

비율

중요성이 높아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한 일을

42.1%

전달받고 확인하는 앱이어서
시급성이 높아서

빠르게 대응해야하는 일이라서, 시간

26.3%

제한 이벤트를 놓칠까봐
관심이 많아서

 4.1.2 배지 알림을 확인하는 앱

좋아하는 대상의 소식 업데이트라서,

15.8%

빨리 받고 싶은 물건의 배송
알림이라서

분류 체계

어플리케이션

개수

전화

기본 전화 앱

8

메신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7

텔레그램

매일 들어가는 앱이라서

10.5%

처리하기 편해서

알림 확인 과정이 빠르고 쉬워서

5.3%

표 4.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는 이유

메일

기본 메일 앱

6

문자

기본 문자 앱

3

소셜 네트워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2

4.2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알림을 확인하는 방식

블로그, 카페, 네이버 밴드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유튜브, 핀터레스트

2

기타

포털 사이트 앱 등

2

라이프 스타일

음식점 앱, 스탬프 적립 관리, 건강,

1

배지 알림에 확인해 지우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림을 확인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16 명
중 14 명의 참가자가 잠금 화면에 뜨는 알림 미리
보기를 통해 알림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미리 보기로 읽은 알림의 내용이 바로
대응해야하는 중요하거나 시급한 일인 경우, 혹은

여행, 교통 등

총 개수

자주 사용해서

31

표 3. 배지 알림이 뜨면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는 중에서는 전화 앱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전화의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한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모두 전화로 오는 알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유는 메일의 경우도 동일했는데, 메일 배지를
확인하는 참가자들은 메일로 업무나 결제 관련된

관심이 있거나 흥미로운 내용의 광고인 경우 잠금
화면에 뜬 푸시 알림을 눌러 바로 앱으로 들어간다고
답했다. 만일 미리보기로 읽은 알림이 중요하거나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관심
없는 광고라면 잠금 화면의 알림만을 지우거나 그대로
방치한다. 또한 배너를 통해 많은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기도 하고(18.6%), 알림 센터를 통해 누적된 알림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76%).
또한 앱의 종류에 따라 배지 숫자의 변화를 기점으로
알림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25.8%).
주로 메신저 앱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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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안 읽고 쌓아두고 있다가도 배지 숫자가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경우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앱에
들어가게 되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배지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변한 경우에도 앱을 켜는
계기가 되었다.

4.3 배지 알림에 대한 태도
배지 알림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참가자들이 배지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지 알림 기능을 아예 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참가자 16 명 중 9 명이 배지가
남아있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답한 참가자들은
하루에도 너무 많은 알림이 오기 때문에 배지가 남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시각적으로 거슬린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지 알림 개별 설정과 관련해서는 31.3%의 참가자가
배지 알림을 개별적으로 끌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앞으로도 배지 알림 자체를
끄지는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개별 알림 설정
기능을 알고 있는 참가자 중에서는 설정을 일일이
바꾸기 귀찮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7.4%), 읽지
않은 알림과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으니 앱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최소한의 리마인더로 쓰기
위해 남겨둔다는 의견(26.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카톡을 미리보기로 보고 답장은 맨날 미루거든요.

알림 센터를 통해 알림의 내용을 확인한 후 중요성,
시급성 및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알림은 바로 눌러
앱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지란 곧 처리할
것은 다 처리하고 나서 남은, 중요치 않은 소식들의
숫자를 보여줄 뿐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배지 알림이 알림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읽지 않은, 혹은 읽을 필요가 없는
배지를 아예 끄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이를 리마인더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형태의
알림을 통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배지의 역할은 이제
‘새’ 소식의 전달이 아니라, 답장이든 삭제든 처리해야
하는 소식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그들을
처리할 때까지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일이다.
즉, 처리를 미루는 사용자가 아예 그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게끔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기억나게 돕는
최소한의 리마인더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마인더로서 배지의 기능을 활용 및 심화시키기 위해
배지의 UI 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태스크나 전송자의 중요도나, 혹은 처리되지
않고 알림을 미룬 시간에 따라 배지의 색깔이나 투명도,
깜빡임 등을 조절하는 UI 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혹은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 이상으로, 알림을 받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은 배지 알림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정보의 양은 갈수록 많아지고 인터페이스는 계속
변화한다. 사용자들이 급증하는 정보와 변화하는
인터페이스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방식 또한 변화한다.
본 연구는 고전적인 알림 형태인 배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사용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배지 알림의 새로운 기능을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지 알림이 어떤 사용자들에게는
‘아예 지우기는 애매하지만 잘 읽기에는 피곤한’
양가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용자들은
남겨진 배지 알림을 나름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지금,
배지 알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잠금 화면에서 알림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지금, 단순히 새로운 소식이 ‘(몇 개)생겼다’라는
사실만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배지는 새 소식의 알림
기능을 비교적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미리 보기 기능을 더 선호했는데, 이는
다양한 앱에서 오는 여러 알림을 한 화면에서 내용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림에 대해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잠금 화면이나

하지만 본 연구는 사용하는 핸드폰의 운영체제, 직업과
연령대, 설치된 앱의 개수 등 알림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심층 인터뷰만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로그데이터를 통해 미리보기
알림과 배지 알림의 수용을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내용을 심화하고자 한다.

근데 아예 배지가 안 떠 있으면 진짜 평생 안 볼 거
같아서 떠있는 거라도 봐야 내가 뭔가 확인할 게
있구나 하고 인식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08). 바로 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볼 수도 있으니
일단은 끄지 않는다는 의견은 15.8%, 어플에 따라
배지를 리마인더로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의견은
1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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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1.1 연구배경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Centered Design)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양한 영역에까지 확장됨에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 10~60대

따라, 더 나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PC,

Design)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모바일기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이용 시 금전적

있다. 그러나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와 심화 속도에

또는 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하여 전체

비해, UX디자인과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응답자의 1/3정도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이

설계과정에 필요한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는 아직

중 38.6%가 최근 1년 이내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최근 5년 이내 피해 경험률은 91.9%에 육박하는

연구는 Harry Brignull이 제시한 ‘Dark Patterns’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름을 국문으로 ‘사용자 기만 디자인’이라 명명하여

실제로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해지 및 환불 과정에서 나타나는

카카오멜론, 삼성뮤직 등을 비롯한 총 5개 디지털

Dark UX디자인에 대해, 실험을 통한 사용자 경험

음원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자의 목표

영업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총 2억7400만원의

과업달성이 모바일 서비스 내부에서 가능한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비스

업체에

대해

사용자를

기만하는

외부에서 가능한지에 따라 사용자 경험 상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서 윤리적 규제와

사용자 경험 상의 차이가 서비스 재구매를 결정함에

규범없이 행해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자를

있어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기만하기 위해 설계된 UX디자인에 대해 ‘사용자 기만

통해 UX와 HCI 분야의 디자인윤리 담론 형성과

디자인’이라

논의확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진행하였다.

명명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를

1.2 연구대상

주제어
Design Ethics of UX/UI Design, Dark Patterns, Dark
UX/HCI, 사용자 기만 디자인, UX/HCI 윤리규범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별 이용 비율과 이용 중 다수의 사용자
피해가 발생한 콘텐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콘텐츠는 ‘음악(18.4%)’으로 조사되었으며[1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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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 사용자 피해가 발생한 콘텐츠 중 ‘음악’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기만 디자인에

35.9%로 두번째로 사용자 피해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중 UX와 HCI

나타났다[12]. 이에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을

분야의 세 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조사할

연구대상으로

‘디지털

음악

콘텐츠’를

2.1 Harry Brignull 의 연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표본이 될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해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사용자
중

연령대

별

이용

현황과

피해발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유료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연령대는 ‘18~44세’로
나타났으며[13],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유료 이용
사용자 중 동일 연령대 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연령대 역시 ‘20대~40대’로 나타났다[12]. 이에
본 연구의 실증 실험대상 사용자군으로 유료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한민국 20~40대 남여를
선정하였다.

UX디자이너인 Harry Brignull이 ‘Dark Patterns’라는
이름으로
이를

사용하는

지식과

그는 매년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을 재분류하여
소개하는데, 2019년 현재는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디자인(Dark

Patterns

of

UX

유형
속임수 질문
(Trick Questions)

최종

사용자의

최선이

아닌

욕구를

이용하여

기만적인

기능성을

바구니 안에
끼워넣기
(Sneak into Basket)

사용자들을 속여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세심하게

(Roach Motel)

만들어진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통해
때로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테크닉적

미흡함으로

인해

사용성이

주는

대한

이루어지고

여러

연구가

있으나[2],

[3],

해외에서는
[4],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려할 때, 구매
과정의 어딘가에서 사용자의 장바구니에
추가 아이템을 몰래 끼워 넣는다.
사용자가 의도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기
매우 쉽게 만들지만, 그 후에 사용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만든다.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속이는
행위이다. 이 유형의 이름은 페이스북

Prevention)

주의집중 분산
(Misdirection)

‘Anti-

Patterns’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6]. 이러한 사용자
디자인에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

개인정보 주커링

(Privacy Comparison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불편함을

속임수를 쓰는 질문으로 주의 깊게

(Privacy Zuckering)
가격 비교 차단

떨어지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으나 비용 등의 여러
사용자들에게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을 하도록

CEO 마크 주커버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있다. 한편, 사용자 기만 디자인이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디자인된 반면 단순히 UX디자인적

내용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간심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로 세심하게 조작되어

활발하게

하려는

디자인 사례를 직접 고발한 트윗을 아카이빙 중이다.

싸구려 호텔

기만

수치스럽게

디자인의 유형과 함께, 사용자가 자신이 기만당한

구현하는 UX디자인의 여러 패턴을 말한다. 이는

있어

기업들을

웹사이트에는 Harry Brignull이 분류한 사용자 기만

사용자 경험 디자인으로 정의된다. 주로 인간 행동에

이해와

그는

목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이

하도록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나타나며,

제시하였다.

표 1. Type of Dark Patterns (Harry Brignull, 2019)[14]

기만

사용자에게

개념화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개념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Design)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행동을

대한

처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2. 이론적 고찰
사용자

사용자 기만 디자인의 개념은 2011년 영국의

[5],

국내에서는 아직 개념조차 생소할 정도의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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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가격
(Hidden Cost)
미끼 스위치
(Bait and Switch)

다른 물건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한다.
사용자의 주의를 다른 것으로부터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불필요한 한가지 일에 집중시킨다.
사용자가 결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배송료나 세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금이 몇 가지 추가로 나타난다.
사용자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시작(명령)했을 때, 본래 의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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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광고 등)이 대신 일어난다.
호혜적 선택강요
(Confirmshaming)

포함된다.

이익을 주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어떤

3) 화면조작형(Interface Interference)

것을 호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행위이다.

화면조작형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정보의 선택

거절 옵션을 숨겨서 표시된다.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종류의

위장된 광고
(Disguised Ads)

위계를

콘텐츠나 네비게이션으로 위장하여

인터페이스

상에서

시각적으로

조작하여

나타내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입장에서 유리한

클릭하게 하는 광고이다.

정보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서비스 입장에서

무료 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등록된
강제 연속 결제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아무런 경고없이

불리한 정보를 사용자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Forced Continuity)

결제가 연장된다. 혹은 해지를 어렵게

4) 규정은닉형(Sneaking)

하여 불가피한 손해를 보게 한다.
친구로 위장한 스팸
(Friend Spam)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지만 서비스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SNS에 대한 접근

불리한 정보 공개를 숨기거나 또는 공개지연 시키려고

허가를 요청하여, 사용자의 이름으로

시도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은닉되는 규정들에는

광고성 메세지가 전송된다.

2.2 Colin M. Gray 의 연구

연구문제 1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 경험은 차이가 있을

Colin M. Gray는 2018년 CHI에 Harry Brignull의
분류를

실무자

관점에서

재분류하는

것인가

연구를

발표했다

그림 1. Type of Dark Patterns (Colin M. Gray, 2018) [1]

위 그림 1.과 같이, 그는 HCI와 UX 실무자적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

기만

디자인을

5가지

가설
1-1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과업수행

가설
1-2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과업수행

가설
1-3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시각적

가설
1-4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과정적

가설
1-5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감정적

가설
1-6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재구매

동일한
가설
2-2

인터랙션의 제시로 사용자가 원하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을

막거나

서비스가

원하는

과업을

경험(e)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향(f)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반복간섭형(Nagging)
지속적으로

경험(d)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각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의 사용자 경험 요소가 재구매 의도에

가설
2-1

등의

경험(c)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같다.

팝업

경과시간(b)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반복간섭형은

완료여부(a)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가설
2-3

2) 경로방해형(Obstruction)
경로방해형은 사용자가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가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 것을 막는 유형이다. 이는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중간에 포기하게끔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도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c)은 재구매 의도(f)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과정적
경험(d)은 재구매 의도(f)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과정적
경험(e)은 재구매 의도(f)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나 과업,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범위의 개인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5) 행동강제형(Force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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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특정 조치를 강제로 수행시키는 유형이다. 이는

따른 5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의

거절 옵션을 아예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사용자 경험 요소는 측정된 방식에 따라 연구자가

요구하는 인터랙션을 강제로 수행할 수 밖에 없게끔

측정하는 종속변인과 사용자가 측정하는 종속변인

한다.

항목을 나누어 그룹핑 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연구의
개념적

2.3 Chris Nodder 의 연구
Chris Nodder는 2013년 그의 저서 “Evil by Design:
Interaction Design to Lead Us Into Temptation”을
통해

UX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

HCI

틀(Research

Framework)이며,

이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총 2가지의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였다.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사용자 기만 디자인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사용자 기만 디자인에

그림 3. 실험물 주요 GUI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인간의 7대
원죄에 소구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이를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 카이스트에서 번역한 ‘사악한
디자인’이라는 단행본으로 소개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독립변인)에
따라 사용자 경험(종속변인) 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한

각

사용자

경험요소

사이에서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틀(Research Framework)
표 3.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설계되었다.
독립변인은 앞서 소개한 Colin M. Gray의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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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IBM SPSSWIN 24.0과
바탕으로

Pyth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사전에 제작한 실험물 프로토타입을 통해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결과

앞서

설계한

연구의

개념적

틀을

사용자가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해지 및 환불 과업을
수행하며

사용자

기만

디자인의

각

유형들을

경험하게 하였다. 실험은 총 5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20~40 대 남여 사용자 100 명을 대상으로
대면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5~20 분 정도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물은

실제

사용자가 측정하는 종속변인의 측정도구에 대하여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

Coefficient)를

바하알파계수(Cronbach's

신뢰도

계수로

α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디지털

음원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서비스의 모바일 UI 콘텐츠 구성과 레이아웃을

평가하였다.

검증

결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들이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0.7 - 0.9 이상의

평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UI 와 익숙하게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느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나타났다.

그밖에 제작된 실험물 UI 의 theme color 와

표 4.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font 등으로 표현되는 전체적인 tone and manner 는
기존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새로운 가상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 제작된 실험물의 주요 GUI 는 위의
[그림 3] 과 같다.

기준으로
아래

신뢰성을

[표

4]와

같이,

구분

M

SD

Cronbach’s Alpha

시각적 경험

3.13

1.19

0.842

과정적 경험

2.90

1.19

0.822

감정적 경험

3.47

1.14

0.735

재구매 의향

2.14

1.13

0.908

4. 연구결과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수된 자료에 대해
사용된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독립변인)에

4.2 연구문제 1 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
가설 1-1~1-6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
square

test)과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5., 표 6.과 같다.
표 5.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른 과업수행 완료여부

따른 과업수행 완료여부(종속변인)의 차이에서는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
구분

비모수 기법인 경우로 교차분석(Chi square test)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과업수행
경과시간 및 사용자 경험(종속변인)의 차이에서는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
셋째,

사용자

scheffe
경험

χ2 (p)

반복

경로

화면

규정

행동
강제형

간섭형

방해형

조작형

은닉형

과업

99

91

85

24

38

완료

(99.0)

(91.0)

(85.0)

(24.0)

(38.0)

과업

1

9

15

76

62

미완료

(1.0)

(9.0)

(15.0)

(76.0)

(62.0)

평균차이 검증 기법인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

209
.954***
(.000)

p<.001

표 6.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 차이

요소(설명변인)가 재구매 의도(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 234 -

종속
변수

독립
변수

M

SD

반복간섭형 a

58.49

22.07

경과
시간

경로방해형 b

93.00

58.02

화면조작형 c

104.09

61.97

규정은닉형 d

27.40

15.70

F2

p

Scheffe

73.569
***

.000

c>b>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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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경험

과정적
경험

감정적
경험

재구매
의향

***

행동강제형 e

28.21

26.41

반복간섭형 a

3.60

0.92

경로방해형 b

2.33

0.97

화면조작형 c

2.15

0.89

규정은닉형 d

3.59

1.05

행동강제형 e

3.96

0.87

반복간섭형 a

2.80

1.17

경로방해형 b

2.49

1.09

화면조작형 c

2.44

1.10

규정은닉형 d

3.50

1.09

행동강제형 e

3.26

1.11

반복간섭형 a

2.91

1.22

경로방해형 b

2.64

1.20

화면조작형 c

2.41

1.00

규정은닉형 d

2.35

1.13

행동강제형 e

2.35

1.06

반복간섭형 a

2.61

1.21

경로방해형 b

2.28

1.14

화면조작형 c

2.26

1.13

규정은닉형 d

1.64

0.90

행동강제형 e

1.91

1.02

반면 모바일 서비스 밖에서 추가적인 과업이
76.076
***

.000

e>a,d
>b,c

필요한

규정은닉형,

행동강제형의

경우

모바일

상에서 수행한 과업에 대한 소요시간이 30초 정도로
매우 짧게 나타났으며, 시각적 경험과 과정적 경험의

17.826
***

.000

d>e>
a>b,c

점수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업 수행의
완료율은 60% 이상 미완료로 측정되어, 사용자들이
모바일 서비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과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677
***

.000

a>b>
c,d,e

4.3 연구문제 2 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2-3 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11.874
***

.000

a>b,c
>e>d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용자 기만 디자인
다섯가지 유형 모두에서 통계모형의 유의성 지표인

Prob(F-statistics)값이

p<.001

연구문제 1 검증결과, 사용자 기만 디자인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1-1~1-6은 모두 채택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용자의 과업수행 완료여부와 경과시간, 사용자

유의성이

.05

확인되었고,

미만으로

Durbin-Watson

회귀모형의
값

또한

1.790~2.192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다섯가지 유형
모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경험 요소 간에 다소의 연관성이 보여졌는데 각

표 7. 사용자 경험 요소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의 평균값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본 결과는

유형

종속

구분

변수

반복
간섭

재구매
의도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종속변인 평균값 종합비교

설명변수

경로

재구매

방해

의도

화면
조작

재구매
의도

규정
은닉

재구매
의도

행동

재구매

강제

의도

*

**

p<.05, p<.01,

***

Coef

P>[t]

시각적경험

.375

.001**

과정적경험

-.115

.246

감정적경험

-.625

.000***

시각적경험

-.202

.050

과정적경험

.297

.003**

감정적경험

-.570

.000***

시각적경험

.070

.550

과정적경험

.332

.003**

감정적경험

-.432

.000***

시각적경험

-.022

.800

과정적경험

.041

.644

감정적경험

-.449

.000***

시각적경험

-.042

.697

과정적경험

-.026

.780

감정적경험

-.614

.000***

R2

Prob

.531

9.87e16

.507

1.02e14

.503

4.08e14

.270

1.18e06

.384

3.86e10

2

p<.001, R >.260

연구문제 2 검증결과,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이
모바일 서비스 내에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
유형인 반복간섭형, 경로방해형, 화면조작형의 경우
소요시간이 1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난 만큼, 시각적
경험과 과정적 경험의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업수행의 완료율은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유형은 반복간섭형 뿐으로 가설 3-1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어 사용자의 과정적 경험이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유형은 경로방해형, 화면조작형으로 가설 3-2 또한
부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5가지의 모든 유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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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2. Colin M. Gray 외, Inscribing ethics and values in
designs for learning: a problematic(2016),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채택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바일 서비스 내에서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유형들의 경우 감정적 경험

Technology
3. Saul Greenberg 외, Dark Patterns in Proxemic
Interactions : A Critical Perspective(2014),
conference on Designing interactive systems

뿐만 아니라 시각적 ∙ 과정적 경험 요소 또한 재구매
의도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스 밖으로 2차적인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서비스

(DIS), pp.523-532

4. Cherie Lacey 외, Cuteness as a ‘Dark Pattern’ in
Home Robots(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내의 시각적 ∙ 과정적 경험요소가 재구매 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즉 모바일 서비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on Human-Robot Interaction (HRI)
5. Michael

of

6. Mahesh H. Dodani, Patterns of Anti-Patterns?
(2006), Journal of Object Technology, Vol 5,
No.6

5.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Patterns

Los Angeles, USA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Dark

for Intelligent Systems(2019), IUI Workshop’19,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본

외,

Explainability, Transparency, and User Control

시각적 ∙ 과정적으로 명료하고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감정적 경험은 곧 재구매 의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Chromik

국내에

연구

논문으로

소개되지 못했던 ‘사용자 기만 디자인’의 개념과 그

7. Alan Borning 외, Next Steps for Value Sensitive
Design(2012), CHI

유형들에 대해 소개했다는 1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8. 이민영, 행동경제학의 심리적 편향성을 적용한

이는 언어로 규정된 개념이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모바일 UI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모바일

쓰인다는 점에서 UX와 HCI 분야의 디자인윤리 담론

커머스에서

형성과 논의확장에 적잖은 기여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p.3

아니라 그간 사례 수집과 분류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9. 나동훈,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에 관한 연구 :
에드워즈와

사용자 기만 디자인에 대해 사용자 실증연구를 통해
영향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프라이밍,

레비나스의

사상을

손실회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각 유형간 사용자 경험 상의 차이와 재구매 의도를
결정하는

앵커링,

10. 천정임. 사회를 위한 디자인 이슈와 소외계층에
대한 디자인 감성의 방향(2009), 국민대학교 대학원

데이터로써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박사학위논문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참고 문헌

2018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2018)

1. Colin M. Gray 외, The Dark (Patterns) Side of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콘텐츠 이용현황 :

UX Design(2018), CHI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2018)
13. Harry Brignull, https://www.darkpatter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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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버튼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폰의 미니멀리즘

본 연구는 물리적 홈버튼(Physical home button)이
스마트폰 기기 전면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표현이 사용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하고자 한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는 1)

2. 본문

물리적 홈버튼 유형(트리거와 피드백에 따른), 2)
홈버튼이 배제된 최신 스마트 폰 사용경험 여부,

2.1 모바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3) 사용자 연령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트리거와 피드백이 물리적으로 분명한
홈버튼 유형이 적절성, 효율성, 만족성, 선호도

모바일은

사전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운’을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홈버튼의 유형은

사외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가능한 휴대용 정보
단말기를 의미한다. 과거 모바일에서는 전화와 문자

의미하는 형용사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모바일은

최신 스마트 폰 사용 경험 여부와 사용자 연령대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 차이를 보여 조절효과가 있는

메시지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기 전면에

것으로 나타났다.

키패드, 스틱, 터치패드와 같은 물리적 컨트롤러가

주제어

전면에 구성되었었다. 이러한 모바일은 인터넷
통신을 비롯한 컴퓨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폰, 홈 버튼, 미니멀리즘, 물리적 컨트롤

스마트 폰이 등장하며 변화하였다. 스마트 폰은

1. 서 론

2007 년에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이폰은 기기 전면에 터치스크린과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의 모바일폰(피처폰 등)은

물리적 홈 버튼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버튼, 휠, 키패드와 같은 물리적 컨트롤(Physical

아이폰은 기기 전면이 터치 스크린만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터치스크린
화면에
구성된

control)을 다수 지니고 있었지만, 스마트 폰이
등장한 이후 점점 줄어들었다. 터치스크린이 물리적

소프트웨어 컨트롤가 물리적 컨트롤러의 기능을

컨트롤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출시하는
스마트 폰의 디자인은 터치스크린 중심의 단순화된

스마트폰은 물리적 버튼들을 대부분 없애고 전면에
터치스크린만으로
구성하여
미니멀리즘

형태가 되었다.

(Minimalism)으로 디자인되고 있다[1].

2.2 미니멀리즘 디자인 (Minimalism in Design)

미니멀리즘은 장식을 최소화한 특징을 반영하는
표현을 뜻한다. 미니멀리즘은 기능성 및 혁신성에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표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술 방식을 뜻한다. 미니멀리즘은

대한 인식을 유발하는 디자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2 차 세계대전 전후에 출현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있고[2], 제품의 편의성 향상과 성과의 창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되었다. 디자인분야에서 미니멀리즘은 제품의 물성과
재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마감의 후처리를

추세이다[3].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폰 역시

통해 본질적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방향을 뜻한다[5].

기능을 함축하고, 단순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의
디자인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4]. 그러나 지나친

독일 ‘브라운’사의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 적을수록
훌륭한
디자인(less
in
more)의
관점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직관적이지 않은 디자인이 될

미니멀리즘을

수 있고, 오랫동안 모바일 전면에 위치한 물리적

- 237 -

특성을

표현했다.

디터

람스의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에 영감을

전면이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복합기

주며, 애플의 디자인 표현에 영향을 미쳤다[6].

이처럼 터치스크린의
미니멀리즘적
표현을

발전은
이끌고

미니멀리즘

인터랙션의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인

‘트리거’와 ‘피드백’을 배제하면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트리거와 피드백이 배제된
미니멀리즘 표현이 직관적이지 않은 제품 디자인으로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트리거와 피드백이 존재하는 사용방법에 익숙한

그림 1 브라운과 애플의 디자인 비교 [6]

사용자에게 미니멀리즘은 불편한 경험을 유발한다고

이러한 미니멀리즘 표현은 스마트 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017 년에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 X 와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버튼의
배제 현상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삼성의 갤럭시 S8 은 오랫동안 기기 전면에 배치했던

하고자 한다.

물리적 홈 버튼을 배제했다. 즉, 스마트폰 전면이
터치스크린만 존재하는 미니멀리즘 형태로 디자인이

3. 연구방법

되었다 [그림 2].

스마트 폰 전면의 물리적 홈 버튼 존재 유무에 따른
미니멀리즘 표현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
3.1 홈버튼 유형 (독립변인)
본 실험은 홈버튼 유형을 물리적 트리거와 피드백의
차이로 분류한다. 트리거는 특정 이벤트에 따른

그림 2 2017 년 부터 2019 년에 출시한 아이폰과 갤럭시

연쇄반응을 유인하는 ‘촉매제’다[8]. 따라서 물리적

2.3 물리적 컨트롤 배제현상
기업에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통해 첨단제품

홈버튼 자체를 트리거로 제시한다. 이는 오랫동안
스마트 폰 전면에 배치됨으로써, 사용자가 스마트

이라는 신뢰감의 표현과 심미적 즐거움을 주는

폰을 활성화하고 사용하는 연쇄반응을 유도 하는

체험적 표현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7]. 이에
따라, 현재 전자기기의 전면은 물리적 컨트롤러가

객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드백은 홈 버튼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촉각 피드백으로 분류하였다.

배제된

미니멀리즘으로

디자인

되고있다.

이는

이를 바탕으로, 실험물은 물리적 트리거와 물리적

전자기기 제어를 위해 사용되어져 왔던 물리적
컨트롤의 역할이 터치스크린으로 대처 가능하기

피드백이 존재하는 A 유형 (아이폰 6), 물리적
트리거가 존재하며 버튼이 눌리지 않고 진동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 폰 뿐 아니라,

피드백만 있는 B 유형(아이폰 7), 물리적 트리거가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

존재하지 않고 피드백은 진동 형태인 C 유형(갤럭시
S8 의 사용성), 물리적 트리거와 물리적 피드백이

표 1. 전자기기 전면에서 물리적 컨트롤러가 배제되는 사례
기기

설명

존재하지 않는 D 유형(아이폰 X)로 분류한다.

사례

실험의 통제를 위해 C 유형은 아이폰 X 와 동일한
해에 출시한 갤럭시 S8 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터치패드와 물리적
휠로 구성된 세탁기

그리고 C, D 유형은 A, B 유형의 물리적 홈 버튼과

세탁기
전면이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세탁기

복합기

동일한 크기, 위치, 형태의 소프트웨어 홈 버튼을
배치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진행한다[표 2].

기기 전면이 스크린과
버튼으로 구성된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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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리적 트리거와 피드백에 따른 모바일 홈버튼의 유형
유형

설명

직접조작성, 간편성, 크기성, 관리성,
배열성, 주목성, 간결성, 일관성

사례

능숙함, 선호성, 익숙성, 위치성, 상상력
A

물리적 트리거 ○
물리적 피드백 ○

Lee & Kang.
(2018). [17]

위 사용자 경험요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델파이
(Delphi)기법을 통해 실험에서 평가 가능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델파이기법이 전문가의 견해와
근거를 통해서 문제해결과 경향분석이 가능하기

B

물리적 트리거 ○
물리적 피드백 △

때문이다. 델파이 진행은 1 차에서 본 실험의 내용
전달과 익명성을 보장한 1:1 인터뷰로 평가 가능한
3~5 가지 요인의 채택, 2 차는 과반수로 선택된 요인

C

중 2~3 가지 요인의 채택을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위
과정으로 채택된 사용자 경험의 요인은 [표 4]와 같다.

물리적 트리거 Ⅹ
물리적 피드백 △

표 4. 델파이기법을 통해 도출한 사용성과 심리성 평가요인
전문가

D

구분

삼성전자 디자인센터 수석
삼성전자 IM 사업부 수석
삼성전자 IM 사업부 책임
LG 전자 MC 사업부 책임

물리적 트리거 Ⅹ
물리적 피드백 Ⅹ

LG 전자 MC 사업부 주임
카카오 UX 디자이너

3.2 사용자 경험 요인 (종속변인)
본 연구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며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사용성

요인
적절성
효율성
만족성

심리성
선호성

3.3 연구모형

경험인 ‘사용성’과 ‘심리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이는 사용성이 테스크 수행을 하며 느낄 수 있는

독립변인은 [표 2]의 홈버튼 유형, 종속변인은 [표

기능적 요인으로서 사용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9],

4]의 사용성과 심리성 요인으로 설정한다. 조절
변수는 2 가지(최신 스마트폰 사용 경험, 연령대)로

사용자의 습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한 사용성과

분류하였다. 최신 스마트폰 사용경험 축적의 여부가
인터렉션의 순환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중년층이 될수록

심리성의 요인은 [표 3]과 같다.
표 3. 문헌조사를 통한 사용자 경험 요인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고 실재감이 있는

요인

문헌

학습성, 효율성, 인상성, 오류성, 만족성

Nielsen
(1993).[11]

효과성, 효율성, 만족성

ISO 9241-11.
(1998).[12]

적절성, 신뢰성, 효율성, 진실성, 유지성,
유연성, 휴대성, 재사용성, 상호이용성

Stockman,
Todd &
Robinson.
(1990).[13]

짜증성, 복잡성, 조작편이성, 적극성,
유연성, 흥미성, 직관성, 학습용이성,
물리적 불편성, 선호성, 재사용성

Hoffman, &
Novak. (2006)
[14]

기능성, 만족성, 매력성, 존재성, 흥미성

Hassenzahl.
(2003).[15]

통제성, 조작성, 피드백성, 오류성, 용인성
예방성, 예측가능성, 학습용이성, 익숙성,
효율성, 효과성, 정확도, 만족성, 유쾌성,

Kim, Kim,
Choi, & Ji.
(2008) [16]

기기에 효율적인 반응을 나타내며[18], 직접적인
피드백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19], 물리적
홈버튼이 배제된 최신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하였다.

그림 4. 연구모형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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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경험 O

피험자 모집은 아이폰 사용경험이 없는 사용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는 아이폰 사용경험이 편향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통제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의 가설을

표 7. 실험결과 평균
유형

[표 5]와 같이 설정한다.
표 5. 연구가설
가설

내용

20~30

홈 버튼의 유형 간 사용자 경험에는 유의미한

H1

차이가 있다.

H2-1

○

최신 스마트 폰의 사용경험의 여부는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인터렉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40~50

연령대의 차이는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인터렉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실험방법
20~30

실험을 위해 참가자에게 홈버튼 유형이 들어간
스마트폰 (표 2)을 무작위순로 경험하게 하고
태스크(Task)

수행을

요청하였다.

태스크는

●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 비활성화 상태의
40~50

스마트 폰을 활성화 시키고, 2) 홈 화면에 배치된
‘nPlaye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다, 3) 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위 과정을
마친 후, 실험참가자는 5 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

적절성

효율성

만족성

선호성

A

4.43

4.42

4.10

4.09

B

3.99

3.94

3.66

3.63

C

3.26

3.33

3.37

3.08

D

2.79

2.88

2.69

3.08

A

4.56

4.38

4.36

4.39

B

3.50

3.28

3.18

3.23

C

2.33

2.31

2.16

2.23

D

1.76

1.69

1.70

1.66

A

4.42

4.08

4.10

4.08

B

3.89

3.45

3.51

3.45

C

3.42

3.54

3.65

3.54

D

2.80

2.67

2.84

2.67

A

4.36

4.27

4.11

4.17

B

3.33

3.26

3.17

3.01

C

2.77

2.81

2.75

2.63

D

1.97

1.99

2.01

1.92

4.2 홈버튼 유형 간 분석

조사를 통해서 각 스마트 폰 유형에 해당하는 사용자
경험을 평가한다. 위 과정의 실험을 통해 <표 4>의
연구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실험의 독립변수인 스마트 폰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한다[표 8].

4. 실험결과

표 8. 일원분산분석 결과

4.1 실험결과의 평균
실험은 2019 년 8 월 13 일부터 10 월 18 일까지지
온라인(에브리타임, 숨고, 급구) 및 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 총 191 명이 참가하였다. 인구 통계학 특성은
[표 6], 평균 결과는 [표 7]과 같다. 더하여, n > 30 의

분류

Mean square

F

Sig

적절성

158.851

376.321

.000

효율성

143.457

316.247

.000

만족성

113.631

220.049

.000

선호성

133.666

283.652

.000

중심극한정리 상황에 따라 모집단 표본을 정규성으로
규정한다.

분석결과, 모든 사용자 경험 모든 요인에서 F 값은 F

표 6. 실험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n=191)

> 2.62(임계값) 이며,

조절변인 1

조절변인 2

실험모수

○

20~30 대

51 명 (남 29 명, 여 22 명)

최신 스마트 폰
사용경험 X

40~50 대

44 명 (남 20 명, 여 24 명)

●

20~30 대

56 명 (남 23 명, 여 33 명)

40~50 대

40 명 (남 24 명, 여 16 명)

최신 스마트 폰

p 값은 유의변수 0.05 보다

낮았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 경험에서 스마트 폰
유형 간 차이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3 사후분석
각 스마트 폰 유형 간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Tukey 검정으로 사후분석을 진행한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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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Tukey 사후분석 검정결과

유의확률 0.05 보다 낮았다. 이를 통해, 귀무가설을

분류

Subset

적절성

A (4.4422) > B (3.6828) > C (2.9513) > D (2.3363)

효율성

A (4.2910) > B (3.4789) > C (2.9976) > D (2.3126)

만족성

A (4.1739) > B (3.3749) > C (3.0037) > D (2.3137)

선호성

A (4.1775) > B (3.3294) > C (2.9210) > D (2.1757)

기각한다. 따라서, 스마트 폰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 연령 차이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하여,

부분에타제곱

값을

통해

조절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설 <H2-2>을 수용한다.

검정결과, 모든 사용자 경험에서 스마트 폰 유형 별

5. 결론

차이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미니멀리즘으로 디자인된 스마트 폰은

유의미하였다.

물리적

트리거와

물리적

피드백이 모두 존재하는 스마트 폰인 A 유형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에게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반영된 최신 스마트 폰의 D
유형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설 <H1>을 수용한다.

둘째, 20~30 대와 40~50 대 집단의 사용자 경험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는 사용자가

분류

소스

F

Sig

부분에타
제곱

적절성

유형*사용경험

5.462

.001

.599

유형*연령대

30.942

.000

.106

유형*사용경험

2.639

.045

.018

유형*연령대

25.105

.000

.088

유형*사용경험

8.531

.000

.032

유형*연령대

37.559

.000

.126

유형*사용경험

13.398

.000

.049

유형*연령대

28.788

.000

.099

중년층이 되어갈수록 육체와 정신적 능력이 저하하며,
새로운 사용성을 직접적인 감각에만 의존하여
인지하기 때문이다[21]. 따라서, 과도한 미니멀리즘
표현에 의하여 트리거와 피드백이 배제되는 디자인은
중년층 사용자에게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최신 스마트 폰 사용 경험의 여부는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사물과의
경험이 많이 누적될수록 사용방법의 정확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22]. 본 실험 결과에서 홈버튼이
명확한 이전 방식의 스마트 폰이 가장 긍정적인

먼저, 홈버튼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차이에 최신
스마트폰 사용경험의 유무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미니멀리즘 으로 설명 가능한
최신 스마트 폰의 사용 경험보다 누적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된다.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F 값은 F > 2.65 이고, p 값은
유의확률 0.05 보다 낮았다. 위 결과를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홈버튼 유형에 따른
경험은

최신

스마트폰

사용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물리적 홈
버튼이 존재하지 않은 옛 스마트 폰을 경험한
사용자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경험의

조절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하여,
부분에타제곱 값을 통해 조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있다.

스마트 폰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표 10. 조절효과 분석결과(이원분산분석)

사용자

수

하기 때문이다[20]. 따라서, 터치스크린 중심의 최신

스마트 폰 사용경험의 유무, 사용자 연령대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표 10].

선호성

제공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19],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직관적이지 않게 디자인된 제품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홈버튼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결과에 최신

만족성

경험을

이는 미니멀리즘 표현이 다수의 기능을 함축하여

4.4 조절효과분석

효율성

부정적인

사용자들은 기능성과 심리성 요인에서 이전 스마트
폰 방식인 A 유형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설

이는 삼성의 갤럭시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옛 스마트 폰은 물리적 홈 버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실험은 학습효과를 피하기 위해

<H2-1>을

수용한다.

아이폰 사용 경험자를 배제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둘째, 스마트 폰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차이에

최신 스마트 폰 사용기간에 따른 효과를 세밀하게
구분하진 않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연령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F 값은 F > 2.65 이고, p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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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로 과거 사용했던 스마트 폰의 모델과 최신
스마트 폰의 사용기간을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해

더욱

12. ISO9241-11. (1998), Guidance on Usability.

세밀한

http://www.iso.org/iso/en.cataloguedetail?csnu
mber=16883.
13. Stockman, S., Todd, A. R. and Robinson, G. A..
A framwork for software quality measurement.

참고 문헌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8,
2 (1990), 224-234.

1. Ohkubo. S., Yanagisawa. H., Nakagawa. S.,
Hayakawa. T. and Kato. H. Extraction of form

14. Hoffman. D. L. and Novak. T. P. Marketing in

features contributing to the recognition of the

hypermedia CMEs: Conceptual foundations,

identity and discriminability of design, Japanese
Society for the Science of Design 62, (2015),

Journal of marketing 60, 3 (1996), 50-68.
15. Hassenzahl, M. The thing and I: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and product,

122-123
2. Radford, S., and Bloch, P. Linking Innovation

Kluwer Academic (2003).

to Design: Consumer Responses to Visual
Product
Newness,
Journal
of
Product

16. Kim. H., Kim. M., Choi, J. and Ji, Y. A study of
evaluation framwork for tangible user interfac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 Management 28, 1 (2011), 208-220.
3. Chang. C. Factors Influencing Visual Comfort

applied

Appreciation of the Product Form of Digital
Camer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2008), 14-17.
17. Lee. Y. and Kang. J. User experience and flow
on smart-phoe - Focused on Galaxy S8.

Ergonomics 38, 11 (2008), 1007-1016.
4. VanEenoo. C. Minimalism in Art and Desig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Concept,
Influences,
Implication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Fine and Studio Art 2, 1

(2018), 199-204.
18. 박준석. 디지털 촉감의 창조자 햅틱, KISTI의

(2011), 7-12.

과학향기 (2009).

5. 강성중. 제품 디자인에서의 미니멀리즘의 특성에

19. 이진천. 나이와 함께 쇠퇴하는 IT 조작 능력,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38 (2000), 102-103.

대한설비공학학회 논문 40, 6 (2012), 58-59

6. 진두진. 스마트폰 GUI 디자인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적 디자인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

20. Norman, D. Living with Complexity, The MIT
Press (2010).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1. Krug, S. Don't Make Me Think, Revisited, New

7. 유부미. 미니멀리즘 경향의 디지털 도어록 디자인

Riders Publishing (2014).

차별화에 관한 사례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 1

22. Jiamei, T. Intention Awareness based on
Cumulative Experience Information of Objects

(2010), 349-362.
8. 진현신. 스마트폰의 기능적·감성적·사회적 영향

in IoT Environment. Ph.D. diss., Kyungpook

요인이 지속적 사용가능성(Patronage)에 미치는

National University (2016).

영향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인 몰입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 James,

J.

G.

The

theory

of affordances,

Houghton Mifflin (1979).
10. Alben, L. Quality of experience: defining the
criteria

for

effective

interaction

design,

Interactions 3, 3 (1996), 11-15.
11. Nielsen, J. Usability Engineering, Academic
Press (1993).

- 24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상품 진열(Display)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UX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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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속적으로

이 연구는 모바일 쇼핑몰 홈 화면의 상품 진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상정하였다.

위해

연구

가설은

다음과

H2) 홈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그룹핑하여
진열하면 사용자의 상품 탐색 효율성이 높아져서
클릭율 (CTR), 구매전환율 (CVR), 경유거래액
(RBAM)이 높아질 것이다.
실증 연구를 위해 비교군 1 가지, 실험군 2 가지의 홈
화면을 개발하여 상용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A/B 테스트하였다.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지표(INDEX)는

클릭율

(CTR-Click

Through Ratio), 구매전환율(CVR-Conversion Rate),
경유거래액
(RBAM-Revenue
By
Attribution

상품을

연구 결과를 통해 모바일 쇼핑몰 홈 화면의 상품
속성과 판매 방식 또한 사용자의 탐색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상품 진열 효율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품 진열 UX 설계 시 중요한 UX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었다.

주제어
모바일 UX 디자인, 쇼핑몰, 상품 탐색, 상품 진열
(Display), VMD(Visual Merchandiser), 오픈마켓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Modeling)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모바일 11 번가 홈
화면에서 11 번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다양한

발견하는 쇼핑 패턴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같이

H1) 홈 화면에서 사용자는 어떤 상품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측하고 상품 탐색을 하고자 한다.

여러

찾기보다는

둘러보다가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상품을 우연히

모바일

쇼핑몰은

작은

화면

인해

해상도로

실험 결과 실험군 A 가 클릭율, 구매전환율에서 가장

PC 환경에서 보다 적은 수의 상품을 진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몰 플랫폼에서는 작은 공간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됐다. 그러나 경유거래액은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군 대비 92%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H2) 홈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는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별로 상품을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그룹핑하여 진열하면
사용자의
상품 탐색 효율성이 높아져서 클릭율
(CTR), 구매전환율 (CVR), 경유거래액 (RBAM)이
높아질 것이다.” 중 일부만 채택할 수 있었다.
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Casual UT 인터뷰

추천하는

진열

방식,

카테고리나

테마

등으로

그룹핑하여 탭(Tab)으로 진열하는 방식 등이 있다.
‘진열’이란 VMD (Visual Merchandiser)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매장 내 요소들을 합쳐 이미지를

카테고리로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세워주는 것을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답변이 60% 이상
도출되어 가설 ‘H1) 홈 화면에서 사용자는 어떤 상품

의미한다. [1]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상품 진열 (전시Display)의 개념만 적용하는 것으로 진열이라는 단어를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측하고 상품 탐색을
하고자 한다.’ 는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을

사용하였다. 상품 진열은 소비자에게 일종의 문맥을

결과에서

홈

화면의

상품들이

어떤

진행한 모바일 쇼핑몰 홈 화면에 진열된 상품 특성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속 탐색과 구매 전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의해 나타난 사용자의 행동 패턴으로, 모바일 쇼핑몰 홈

과정에서 쇼핑 경험에서 소비자의 상황적/문맥적

화면으로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2], [3] 따라서

진입한

사용자는

특정

상품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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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진열은 모바일 쇼핑몰 UX 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홈 화면은 사용자가 가장 먼저 상품을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홈 화면의 상품 진열은 고개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
화면이다.
이 연구는 모바일 쇼핑몰 홈 화면의 상품 진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홈 화면 샘플은 200 개의 동일 상품을
진열 UX 만 다르게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 가지 샘플 모두 상품이 노출되는 순서는 고객의
구매/검색 패턴을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
추천 로직 (Logic)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이라도 노출 순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효율성’이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더 많이 선택 하고 구매하는 척도를 의미하는

표 1 실험에 사용한 홈 화면 샘플

것으로 온라인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클릭율 (CTR)

비교군

실험군 A

실험군 B

이나 구매전환율(CVR) 과 같은 의미이다.

1.2 연구 가설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상정한다.

H1) 홈 화면에서 사용자는 어떤 상품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측하고 상품 탐색을 하고자 한다.
H2) 홈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그룹핑하여
진열하면 사용자의 상품 탐색 효율성이 높아져서
클릭율 (CTR), 구매전환율 (CVR), 경유거래액
(RBAM)이 높아질 것이다.

2. 실증 연구
2.1 연구 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의 연구 방법을 상정하였다.

비교군은 카테고리별로 그룹핑하는 기능을 제외하고

1) 동일한 상품 리스트의 진열 UX 를 다르게 구성한

Landscape 형태로 한 행에 한 개의 상품만 진열한다.

비교군, 실험군 샘플을 개발하여 실제 고객에게 상용

실험군 A 는 비교군과 동일한 Landscape 형태로
상품을 진열하나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그룹핑하고

환경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한다.
2) A/B 테스트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통한 탐색 기능을 제공한다.

Casual UT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활용한다.
실증 연구를 위한 A/B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실험 환경은 안드로이드 OS 모바일 11 번가로
선정하고 2019 년 4 월 25 일부터 5 일간 진행한다.
실험에 활용된 툴은 11 번가 A/B 테스트 툴인

실험군 B 는 실험군 A 와 동일하게 카테고리별로
상품 그룹핑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하나 Grid 형태로
한 행에 두 개의 상품을 진열한다.
실험 결과 분석을 위한 지표는 마케팅 효율성 측정에
주로 사용하는 클릭율 (CTR), 구매전환율(CVR),
경유거래액 (RBAM)으로 설정한다.

‘PLab’으로 실험 설계를 하여 진행한다. 이후 사용자의
로그(LOG)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 및 분석한다.
실험 대상은 모바일 11 번가 전체 사용자의 60%로

표 1 분석 지표 집계 방법

지표

하고 샘플마다 동일한 실험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비교군 및 실험군 A 와 B 도 각각 33%로 한다.

클릭율 (CTR)

- 244 -

집계 방법
클릭(Click)/노출(Impression)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Casual UT 로 진행한 정성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매전환율 (CVR)

세션(Session)/구매전환수(Order)

경유거래액 (RBAM)

특정 시간 내에 해당 영역을
경유하여 발생한 거래액의 합계

도출되었다.
구분

행동 패턴

목적성 방문

방문 시 바로 검색창을 통해 검색
카테고리나 서비스 바로가기로 화면 이동

결과의 해석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정성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홈 화면 하단까지 내려 보거나 하지 않음

A/B 테스트 종료 후 모바일 11 번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캐주얼 유티 (Casual UT - 11 번가에서

비목적성방문

진행하는 Task 기반 Quick Interview)를 진행한다.

그날그날 할인하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스크롤을 내려서 쭉 훑어봄
우연히 괜찮은 상품을 발견하고자 하는
니즈가 큼

캐주얼 유티 (Casual UT)의 피험자는 여성 3 명
(20~40 대), 남성 2(30 대~40 대)로 선정하고 11 번가
모바일 홈 화면에서의 행동 패턴, 고객별 니즈 등을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다. 캐주얼 유티 (Casual

3. 결론

UT) 결과는 A/B 테스트 결과의 정성적 해석에

실증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활용한다.

실험군 A 는 클릭율(CTR)과 (CVR)에서 비교군과
실험군 B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 A 와 같이

2.2 연구 결과
실험 결과 주요 지표로 선정한 CTR 의 P-Value 는
0.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아래와 같다.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그룹핑하여 진열하고 1 행에
1 개의 상품을 많은 정보와 함께 진열하는 UX 가
사용자가

상품을

찾고

구매

전환하는

빈도에는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군 A 의
경유거래액은 비교군보다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효율이 증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던 H1)은 기각 H2)는 일부 채택되었다.

표 3 CTR 비교 결과

지표
클릭율 (CTR)

비교군

실험군 A

실험군 B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5.42%

△ 61.03%

비교군 대비 향상율

H1) 홈 화면에서 고객은 어떤 상품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측하고 상품 탐색을 하고자 한다. [기각]
H2) 홈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그룹핑하여
진열하면 고객의 상품 탐색 효율성이 높아져서 클릭율

표 4 CVR 비교 결과

지표

비교군

실험군 A

실험군 B

구매전환수 (Order)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22.21%

△ 53.03%

비교군 대비 향상율

실증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몰의 홈 화면은 비목적성 사용자 (특정
상품의 구매 목적이 있지 않음) 가 주로 상품 탐색을

표 5 RBAM 비교 결과

지표

(CTR), 구매전환율 (CVR), 경유거래액 (RBAM)이
높아질 것이다. – [일부 채택]

하는 영역으로 특정 상품을 빨리 찾고 싶은 니즈보다는

비교군

실험군 A

실험군 B

경유거래액 (RBAM)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우연히 좋은 상품을
발견하고자 하는 니즈가 더 크기 때문으로 정성 조사

비교군 대비 비중

100%

92%

36%

결과 알 수 있었다. 사용자의 이와 같은 행동 패턴은
실험을 진행한 모바일 쇼핑몰의 판매 방식, 상품 성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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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11 번가의 홈 화면에서는 매일 할인하는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바일 11 번가를 자주 방문하는 사용자는 이 같은
판매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홈 화면에서 목적을
갖고 상품을 찾기보다는 우연히 발견하고자 브라우징
(Browsing)하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UX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모바일 쇼핑몰 홈 화면의 상품 진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모바일 쇼핑몰 홈 화면의 상품
속성과 판매 방식 또한 사용자의 탐색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상품 진열 효율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품 진열 UX 설계 시 중요한 UX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었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11 번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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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과 청인의 원활한 1:1 의사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안
Communication Service that Help Deaf Talk with Hearing Person
김채희
Chaehee Kim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
Rlacogml1217
@naver.com

천소영
Soyoung Cheon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
cheonss0
@naver.com

김예인
Yein Kim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
Enhephzb
@naver.com

요약문
본 연구는 농인이 일상생활에서 청인과 일대일 대면
시 타인의 도움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텍스트간
변환
기술(STT-TTS)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하여 농인과 청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파악,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점을 찾아내었고, 효율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제안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농인은 제 3 자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집단 내부적으로
한정된 교류가 아니라, 더 확장된 교류를 통하여
관계형성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서비스디자인, 청각장애인, 음성-텍스트 간 변환
서비스(STT, TTS), 사용자 중심 디자인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반응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사회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ul &
Jackson, 1993). 농인 경우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음성 정보 습득의 한계로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자신만의 가치관이 견고해지는 경향이
있다. (김미옥·이미선, 2013)
농인의 경우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어려움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커다란 벽으로 인식된다.
농인과 농인의 대화수단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비율은 수화 69.3%,
구화 15.4%, 몸짓 10.2% 필담이 4.4%로,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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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이 수화를 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2017).
수화가 주 의사소통 수단인 농인들은 청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마다
사전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다.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화 이외의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특히 필담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수어 사용실태, 2017)
하지만 농인과 청인 모두 필담이 익숙하지 못하고
대화를 위한 별도의 기록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휴대성이 높은 의사소통 보조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인이 청인과
일대일 의사소통을 할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의사소통 방법 및 현황,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경험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1 차 개별
인터뷰를 통해 농인과 청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파악, 분석하였다. 1 차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한 2 차 개별 인터뷰 및 사파리를 통해 농인과
청인의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경험을 파악,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2. 용어 및 개념 정의
2.1 청각장애인의 정의
청각장애인은 크게 난청인과 농인으로 구분되는데,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농인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 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2.2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
농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구화, 수화, 필담으로
나뉜다. 구화는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음성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며, 수화는 손의 움직임과 얼굴표정,
몸짓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언어이다. 필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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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로 대화를 주고 받는
행위이다.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2.3 의사소통 현황
농인들은 청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마다
사전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데,
현재 수화통역서비스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수요에 비해 수화통역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5 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수화통역사 1 명당 농인 약 500 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또한 평일 한정시간대로 정해져
있어 그 이외 시간대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어사용실태'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수단
사용 비율이 관공서에서 필담을 1 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42.3%, 수화는 17.9% 이며, 금융기관에서는
필담을 45.7%, 수화를 17% 로 1 순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2017) 이는 농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화를 1 순위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분석했을 때, 청인이 수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인 자신과 청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사용자 경험 조사 및 분석
3.1 1 차 개별 인터뷰
3.1.1 1 차 개별 인터뷰 목적
1 차 개별 인터뷰는 일상생활에서 농인이 청인과
대화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농인이 청인과 대화 시 니즈를 도출하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1.2 개별 인터뷰 대상 및 방법
본 1 차 개별 인터뷰는 농인과 교류가 잦고 농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인 4 명과, 청인과 자주
교류하는 농인 4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1. 개별 인터뷰 대상
구분
나이
소속
청인
20 대 초반
수화동아리

활동기간
1년

청인

20 대 초반

수화동아리

2년

청인

20 대 후반

수화동아리

4년

청인

30 대 후반

수화통역사

18 년

청인

20 대 초반

수화동아리

1년

표 2. 개별 인터뷰 대상
구분
나이
사용언어
농인
30 대 후반
수화사용

농인

20 대 중반

수화사용

농인

20 대 초반

구화사용

3.1.3 개별 인터뷰 내용
인터뷰 항목은 청인 대상 총 23 항목, 농인 대상 총
22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인에게는 농인과
의사소통했던 전반적인 경험 및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그로 인해 부가적인 수단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한 경험 등을 질의하였다.
농인에게는 수화통역서비스 이용 경험, 수화를
모르는 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과 그에 대한 어려움,
국어능력 정도 등을 질의하였다.
3.1.4 개별 인터뷰 결과 분석
(a) 농인과 청인의 언어 차이
국어와 수화의 어법 및 어순 차이로 인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향은 필담 시 주로
나타났으며, 농인은 수화 어법과 어순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화를 그대로 옮긴 형태의 문장을 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뷰 중 자신들의 언어는 수화이며 청인이 수화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농인들의 의견도 많았으나, 현재
청인이 대다수인 사회에서 정보 및 생각의 교류는
국어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화가 모국어인 농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인에
적합한 수화 기반의 국어 교육이 뒷받침되고, 현재
국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농인들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다.
(b) 시·공간 제약 없는 통역 필요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은 청인과의 대화가 필요할 시,
사전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수화통역사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는 수화통역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농인이 청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 즉시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c)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전달 필요
농인과 청인 모두 필담을 통한 대화가 각자의 주
의사소통수단으로 대화를 할 때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특히, 농인은 작성과 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외출 전에 미리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작성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청인과 농인 모두 신속한 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농인은 빠른 의사전달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수화 통역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농인은
자신의 말이 잘 통역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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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으며, 구화사용자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농인들에게 청각적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d) 농인이 청인과 대화 시 사용하는 의사전달 방법
고려
일상생활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은 수화를
모르는 청인과 대화 시에는 공통 언어인 필담을
사용했다.
수화를 모르는 청인과 수화로 대화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며, 구화 사용 시에는 상대방의 입모양에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의 부정확한
입모양 및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 간의 혼동으로
인해 처음 보는 청인과 대화 시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의사전달 방법 중에서 필담은 가장 정확하고 농인과
청인 모두 배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이며, 이에 비추어보면 농인의 국어능력향상 및
사회화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서비스는
농인이 일상생활에서 청인과 일대일 대면 시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3.2 2 차 개별 심층 인터뷰 및 서비스 사파리
3.2.1 2 차 개별 인터뷰 및 서비스 사파리 목적
2 차 개별 인터뷰 및 사파리는 1 차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농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필담 방법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농인들이
필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발견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3.2.2 개별 인터뷰 및 서비스 사파리 대상 및 방법
본 개별 인터뷰 및 사파리는 필담 사용 여부와 그
빈도, 필담 사용 도구를 고려한 3 명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일대일 형식의 인터뷰와 농인이 평소
필담 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파리를 진행하였다.
표 3. 개별 심층 인터뷰
구
나이 최종학력
분
농
50
사이버대
인
대
학 졸업
초반
농
60
00 대학
인
대
교 졸업
초반
농
30
00 대학
인
대
교 졸업
초반

대상
사회활동
농통역사/
주로 공문서
작업
농인한글교
육, 농아인
역사교육
구직중,전
포항도서관
사서

사용 도구
음성인식
기능어플리케
이션
갤럭시노트
메모와 S 펜
카멜보드

3.2.3 2 차 개별 인터뷰 및 서비스 사파리 내용
각 참여자가 청인과 필담 시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나 기술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파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필담 경험 및 어려움에
대한 심도있는 2 차 개별 인터뷰를 먼저 시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서비스 사파리는 각 농인과 청인이
일대일로 2 분 내외로 주어진 몇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본래 농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진행하였다.
3.2.4 개별 인터뷰 및 서비스 사파리 결과분석
(a) 대화 시, 농인과 청인의 행동 분석
진행 중 촬영한 데이터를 통해 농인과 청인의 대화
시 행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측 모두 상대방이
글을 작성하는 시간 동안 다른 곳을 응시하고,
바닥에 내려놓고 필담을 진행한 경우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신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사파리 후 청인의 인터뷰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 적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사후 인터뷰에서 손으로 작성한 경우, 빠른
작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필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간단한 단어 나열로 의사를
전달하여 이해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신속한 전달로 인해 의사전달의
정확성이 낮아져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되었다.
(b) 농인이 청인과 의사소통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
개별 인터뷰 및 농인이 필담 시 현재 사용하는
도구로 청인과의 일대일 대화를 진행한 결과,
농인은 청인과의 의사소통시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 서로의
대화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했기 때문에 휴대성이 높은 보조기기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농인과 청인이 서로의 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텍스트
간의 변환 기술을 통해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4. STT-TTS 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토타입 제안
본 연구는 농인과 청인의 일대일 대면 의사소통
시에 발생하는 정확성, 신속성의 한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음성-텍스트간 변환 서비스(STTTTS)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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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대화 내용을 입력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개발하였다.

빠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불특정
청인과 대면 즉시 사용하는 것이 서비스
주사용상황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번역기의 텍스트-음성변환(TTS)을 통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나, 동시에
음성-텍스트(STT) 변환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
사용자의 의사전달 시 신속성 측면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성-텍스트간의
변환
기술(STT-TTS)을
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주체인 농인과 청인이 각자
기존에 사용하던 의사소통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화 내용은 농인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전달구조로 제공된다.
본 연구가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서비스 사용 구조도

채팅 형식으로 제공되는 화면에서 농인은 입력창을
선택한 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어 청인은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로 농인의
의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오른쪽
말풍선에 표시되어 농인이 확인할 수 있다. 청인은
음성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를
농인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화면의 왼쪽 말풍선에 표시된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대화가 이루어진다.
4.1 대화 시작하기

그림 3. 채팅화면

그림 3 은 대화를 시작하여 농인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보여지는 화면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농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채팅 형식으로 화면을 디자인하였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농인사용자가 미리 저장해둔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채팅 중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능의 버튼을 입력창 왼쪽에 배치하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농인은 텍스트를 입력하여 전송하고,
전송된 텍스트가 음성으로 송출되는 속도에 맞추어
말풍선의 색이 채워지는 그래픽 효과를 적용하였다.
이는 들리지 않는 농인이 자신이 송출한 문장의
끝맺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인이 일정한 거리 안에서 농인에게 말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인식된 청인의 음성은 농인에게
실시간으로 음성-텍스트 변환되어 채팅화면의 왼쪽
말풍선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농인의 말이 송출되는 동안 농인은 음성을 인식하는
청인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고, 청인 또한 말함과
동시에 본인의 말을 읽는 농인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필담에 비해 더욱 서로 교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4.2 채팅목록

그림 2. 메인 화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메인 화면의
가운데 ‘+’ 기호의 버튼을 누르면 대화를 시작할
수있다. 이 버튼을 화면 가운데에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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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왼쪽 하단의 ‘채팅 목록'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채팅 목록에서는 이전에
대화한 내용이 [시간, 장소] 형식의 제목으로
자동저장 되고, 각 항목을 누르면 이전의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인은 기억하고 싶은
대화 내용을 녹음을 통하여 기록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농인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쉽게 기억하고 남기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전 기록 중 자주 사용하고 싶은
문장의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저장한 문장 목록에
바로 추가되어 이후 신속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4.3 저장한 문장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농인과 청인의 원활한 일대일 의사소통을
위해 이들의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한 니즈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해결방안으로는 음성-텍스트 간 변환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시각
요소에 친숙한 농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전달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향후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더욱 농인에게
적합한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인은 제 3 자의 도움없이
즉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청인과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한정적인 교류가 아닌, 더 확장된 청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보다 폭넓은 관계 형성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건강.복지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그림 5. 저장한 문장

‘저장한 문장'은 메인 메뉴의 오른쪽 하단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뷰 진행 중 대다수의
농인들이 평소에 청인에게 이야기할 문장을 미리
적어두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여,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사전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5 의 화면에서 농인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은
리스트형식으로 보여지며, 추가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채팅 화면의 하단에 리스트를 불러온 후,
제한된 영역 안에서 보여지는 항목의 수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최대 10 개
문장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각 저장한
문장 왼쪽에 있는 색이 채워져 있지 않은 별을
터치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상단에
고정됨으로써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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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는 대표적인 모바일 O2O
서비스로서, 최근 사이렌 오더 이용 고객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30 대가 8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3].

요약문
최근 금융, 쇼핑, 교통 등 많은 영역이 모바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기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는 일상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만 60 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내에 상용화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3 가지를 사용해보게 하고,
시니어가
겪는
어려움과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단순 인터페이스 문제
외에도 시니어는 특히 오류 회복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 정보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젊은 세대에 비해
크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모바일 O2O 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를 포용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니어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화면 확대 기능 추가와 같은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4].
그러나 본 연구는 서체, 글자 크기, 색상 대비와
같은 단순 인터페이스 문제를 넘어 시니어가
면대면(face-to-face)으로 이루어지던 영역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해 사용할 때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인지심리학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 보고 이를 발견하기 위한
맥락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체 노화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시니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60 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주당 평균 사용시간(18.8 시간)이
타 연령층(30.1 시간) 대비 6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5]. 따라서 만 60 세 이상이 다양한
모바일 O2O 서비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므로 본 연구는 만 60 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제어
시니어, 고령화, 모바일 O2O, 모빌리티, UX

1. 서 론
전통적으로 사람의 역할이 중요시되던 서비스
영역에서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비대면(non faceto-face) 서비스 및 무인화 시스템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쇼핑, 이동(mobility),
금융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모바일 O2O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의 핀테크 열풍으로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는 급증하는 반면, 은행 지점 460 개가 지난
3 년 사이에 사라졌다[1]. 카카오 T 택시에 가입한
운전기사는 전국 택시 운전기사 27 만 명 중
85%에 해당하는 23 만 명에 이른다[2]. 모바일
O2O 서비스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부정확한
언어 소통 대신 화면을 통해 명확하게 주문을 할
수 있고, 주문과 결제처럼 패턴화한 직무는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조금 더 다양한 일과 중요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인건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스마트폰 사용 3 년 이상, 매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2 개 이상이지만 택시 호출 앱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만 60 세 이상 남녀
6 명(여자 3 명, 남자 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연령대는 만 60 세에서 69 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63 세였다. 학력은 6 명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햇수는 평균적으로
7.5 년이었으며,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은 평균 1.3 회였다(1 회 사용: 2 명, 2 회
사용: 1 명, 4 회 사용 1 명, 사용 경험 없음: 2 명).
시력, 인지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O2O 서비스의 보편화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기술 소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주문과
결제를
하고
매장에서
음료만
받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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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절차

적응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발지부터
입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택시 호출
앱에서
도착지부터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참여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단계와 심층 인터뷰 2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맥락적
연구는
자연스러운
사용환경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므로
참여자의
자택에서
진행하였다.

"출·도착이라 할 때 당연히 출발지, 도착지 순서로
생각하지 도착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
도착지부터 입력하는 방식이 어색하다." (P4)

먼저, 참여관찰 단계에서는 현재 한국에 상용화된
차량 호출 어플리케이션 3 가지(카카오 택시, T 맵
택시, 타다)를 각각 이용해 연구자의 지시(‘현재
위치와 가까운 OO 에서 OO 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보세요’)에 따라 택시를 호출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결제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도록
한 후 실제 호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참여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동시에, 과업 수행 과정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참여자의 행동과 말, 연구자의 추론 등 다양한
사항을 메모하였다. 참여자의 과업 수행 과정에
연구자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출발지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위치 텍스트를
어떻게 삭제하고 새로 쓸 수 있는지 알지 못 했다.
이외에도 텍스트 입력 후 오른쪽에 확인 버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화면의 오른쪽을
누르려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로 인터뷰 단계에서는 수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개괄적으로 질문한 후,
어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에서 개별 참여자가
어려워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였던 지점에 대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했는지’, ‘왜
머뭇거렸는지’ 등으로 질문을 확장해 나갔다.
인터뷰 단계에서 참여자를 판정하거나 개인적인
코멘트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스마트폰 이용 기간, 평소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에 대한
사용 의지 등을 물은 후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3.2 생소한 용어와 아이콘
참여자들은 용어에 대한 생소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가이드가 제공되면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설명서가 있어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해하지 못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안
쓰는 처음 만나는 단어, 전문적인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약관 동의에
써 있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다. 모르겠으니까
두렵고, 실수하면 잘못될까 봐 무섭다."(P2)

2.3 분석방법
참여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을 개방형
코딩과 축코딩으로 분석하여 택시 호출 앱 사용 시
시니어가 느끼는 문제점, 사용자 태도, 니즈 등과
관련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시니어의
심상모형(mental model)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인터페이스에서
기인하는
어려움,
한번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헤매게 되는 정보
구조 상의 문제, 오류 회복 전략을 알 수 없어
생기는 문제점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의 택시 호출 앱 사용시 문제점과
니즈를 분류하고 정리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은 '도착지 설정'과 같은
명사형 지시어보다 '어디로 가시겠어요?'처럼
일상에서 쓰는 구어체 표현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 입력 시 아이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관찰 단계에서
문자
입력
란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검색’이라고 인식하지 못 하거나, 입력란
오른쪽에서 ‘확인’ 버튼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이걸 누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머리 속에 자리가
안 잡혀서 헛손질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걸 눌러야 하는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다. 기호가 아니라 '확인', '다음'처럼
써줬으면 좋겠다."(P6)

3.1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참여자들은 시니어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심상
모형이 매우 강해 이와 다른 인터페이스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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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모바일 기기의 아이콘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6].
연령이 높은 사용자는 아이콘이 가리키는 사물을
구분해내고 아이콘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젊은 세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콘의
구체성을 높이고[7] 의미적 거리는 가깝게 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참여관찰
단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삭제를 누르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바로 이전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도착지 설정 시 집, 회사, 자동완성 목록, 지도 탭이
한꺼번에 표시되자 하나씩 읽고 눌러보다가
오류를 범하면서 본인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
잊어버렸고, 이 경우 앱을 끄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였다.

3.3 정보 과잉
인터뷰 결과, 한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도 핀 설정, 출발지 및 도착지 입력란, 옵션, 광고
등 여러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어
도착지를 입력할 곳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화면에 출발지·도착지 자동 완성 정보가 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어려워했는데, 능숙한
사용자에게는 쉽고 편리한 기능이지만 많은
정보를 한번에 다루는 데 인지 부담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5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인터뷰 결과, 약관 동의, 카드 결제 등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위험을 크게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비단 모빌리티 앱 뿐만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회원 가입
단계나 결제 카드 등록 시에 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답했다.

"아날로그 세대는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다 읽는다.
우리 때는 도장 잘못 찍어서 망한 사람 많다.
클릭하는 게 도장 찍는 것 아니냐? 젊은 사람들은
정보 주고받는 데 거부감이 없으니 약관 안
읽어보고도 전체 동의 누르지만, 우리는 안
읽어보면 동의 안 한다. 내 정보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P1)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타다'의 경우, 첫 화면 하단에 공항 이동 시에
사용할 차량을 예약하거나 시간 당 대절을 할 수
있는 '타다 예약하기' 서비스 배너가 떠 있자 이를
즉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착각해
1 명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가 '타다 예약하기'
서비스로 접속하는 오류를 범했다. 시니어에게는
한 화면에 본인이 수행해야 할 과제 외에 광고
등의 정보가 한꺼번에 제시되면 인지적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관 동의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무섭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또래들이 많다.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짧게 큰
글씨로 설명해주면 좋겠다."(P2)

3.4 오류 회복의 어려움

하지만 금융 서비스 토스(Toss)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카드 등록을 해서
사용해보니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제는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을
제일 먼저 사용하여 익숙해졌느냐, 그 경험이
어떠했느냐’가 이후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앱 이용 시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볼
수 없고 수정이 바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과정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는
점으로도 연결됐다. 참여자는 오류가 발생할까봐
‘두렵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점과 대비된다.

이외에도 시니어에게는 최대한 '단순하게', '빨리',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 참여자들
모두 택시 호출 직전 단계에서 선택한 택시 종류,
이동 경로와 요금을 소리 내어 읽어보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전체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것도, 카드 등록하는 것도
자녀들이 해주니까 메커니즘을 모른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해야 할 때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럽다. 이해를 해야 쓸 수 있는데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여기저기 눌러봐야
하는데 잘못될까 봐 누르기가 겁난다."(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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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시니어 스스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편리한 삶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참여자의 모빌리티 앱 사용 행태를 관찰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시니어가 느끼는 문제점과
사용자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소규모 고학력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추후, 학력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독거 여부 등 더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풍성한 논의를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시니어에게는 이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심상
모형에 어긋나지 않는 익숙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입력란 오른쪽에 ‘확인’ 버튼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거나 출발지부터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 용어(jargon)와 추상화 정도가 높은
아이콘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서술형
언어(descriptive language)로 표현해야 한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용 교육이나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니어에게 친숙한 용어로 쉽게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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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guessability, learnability, and
experienced user performance, People and
computers(8)(1993), 49-60.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수용모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는 기술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느껴도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낮을 경우 기술에 대한 사용 의도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시니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O2O 디자인 전략을
구상한다면 점차 더욱 증가할 비대면 서비스

8. 김진우. 2012.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UX innovation을 위한 원리와 방법.
안그라픽스, 파주.
9. 조주은. (2010). 노인의 휴대전화 수용:
사용용이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4),
53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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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등의 중증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로 이들 대부분은

근감소증은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과 근력이

보행이 힘들어 지고 부상을 입으면 회복이 쉽지 않다.
근감소증은 노년층이 꼭 알고 있어야할 질병이며 이에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며 이는 누구나
대비해야하는 질환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고령사회의
국내에서는

부여할

정도로

‘근감소증’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근감소증’ 관련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며 정확한 ‘근감소증’ 유병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근감소증
모바일과 노인의 건강 관련 모바일앱 산업을 분석하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여러가지 사용자 심층 분석을 통해 노화로 인해 주로
노년층에게

찾아오는

‘근감소증’을

대비하기

위한

모바일앱 서비스와 UI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있다.
근감소증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앱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편리한 사용을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병원과

연계되어

서비스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화로 인해 주로 노년층에게
찾아오는 ‘근감소증’을 스스로 대비하기 위한 모바일앱
서비스와 UI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있다. 사용자의
근감소증 상태를 진단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고
이를 전문의(병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근감소증의 유무를 알고 운동 및
식단을 통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기

서비스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 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유무 및 진단, 모바일 활용에 관하여

주제어

2 차조사에는 노년층을 위한 헬스케어 모바일
산업동향과 건강관련 모바일앱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근감소증, 노인, 모바일앱

10 가지 질문에 의한 대면 인터뷰로 1 차조사를 하였다.

1 차, 2 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모바일앱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후 사용자 심층
분석과 User Journey Map 서비스의 구조를 설계하고

1. 서 론

와이어프레임을 거쳐 워킹 프로토타입 형태의 모바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7 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국내의

앱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앱의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조사를 위해

고령인구는 711 만 5000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이슈중에 하나인 노인의 근감소증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앱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발생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근감소증의 원인으로는
노화, 신체활동의 감소, 영양 불균형, 암, 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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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였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2. 사용자 분석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방법을 모르고
혼자서 실천하기 힘들어 하기에 이들에게 정보와 도움

2.1 사용자 조사
본 연구의 첫번째 단계로서 사용자의 근감소증 유무 및
생활패턴, 그리고 모바일 활용에 관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 세 이상의 노인 10 명을

이 필요하다.
표 2. 근감소증 진단과 모바일 활용 인터뷰 결과
영역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근감소증에 대한 인식여부와 치료 및 개선의지, 모바일
환경에서의 활용성에 기준을 두고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1]은 인터뷰의 예시문항을, [표 2]는
인터뷰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근감소증
지식상태

표 1. 근감소증 진단과 모바일 활용 인터뷰

영역

문항

현재
몸상태

1.근감소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몸상태

2.현재 아픈곳이 있으신가요?

도움의
필요성

3.최근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상황이 있었나요?

힘이

도움의
필요성

4.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활동,
취미, 운동 등)
4 번답이 Yes 일 경우> 4-1.그것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번답이 No 일 경우> 4-2.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전혀 안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건강에 대한
설계

결과

10 명 모두 ‘근감소증’ 의
의미를 잘 모름

근감소증에
대한
지식 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도구나 교육이 필요
함

8 명 : 무릎, 당뇨, 허리,등,
발 보통 2 군데 이상 아픔.

근감소증
지식상태

활동
및
운동에 대한
흥미

응답

치료의지

건강관리의
의지 및 실천

7.앞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동이나 영양섭취를 꾸준히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모바일앱
사용여부

8.건강관련 앱을 사용하시나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앱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의지력과
행동력

9.앱이 귀하의 신체를 측정하여 관리해주고 병원
및 운동등을 추천해준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나요? 혹은 행동으로 바로 옮기기 어렵거나
의지가 안생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감소증
어플의
필요성

10.근감소증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이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나요? 직접 사용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가요?

활동
및
운동에
대한 흥미

활동적인
편이라
가끔
움직이거나 취미로 한다.
아프니까

4 명: 평소에 걷거나 운동을
하려고 한다.
건강에
대한 설계

치료의지

건강관리의
의지
및
실천

2.2 사용자 조사 결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근감소증’ 이라는 병명이 있는줄

6 명 : 움직이기 싫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기 싫다.

모바일앱
사용여부

인터뷰 질문은 총 10 문항으로 각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전원 ‘Yes’.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오래걸을때 등.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거
같다고 함
4 명 : 운동, 등산, 산책등의
취미 or 가끔 활동한다.

5.나이가 듦에 따라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어
실생활이 힘들어 질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6.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2 명 : 전체적으로 그럭저럭
활동할만한 상태임. 평소에
골프 및 운동을 즐김

- 257 -

지병이 심해지신분,
제때 치료를 받지않아서
통증이 심해지신분 등
한군데 이상씩은 근관절
계통이 좋지않음

도와줄 대상이 필요
함

각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임.
몸이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
며 운동은 힘들기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음

6 명 : 알고는 있는데 꾸준히
운동하기가 어렵다. 몸이
아파서 하기 싫다.

몸이
회복이
건강에
계획할
생각함

10 명 : 근감소증 치료로
인해 아픈곳이 좋아진다면
치료를 받고 싶다.

대부분 치료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음

4 명 : 건강을 위해 활동 과
운동, 영양섭취를 할 것이다.
6 명 :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무리일거 같다. 몸이
나아진다면 생각해보겠다.
1 명 : 스마트와치 디바이스
사용
3 명 : 고려해보겠다.
6 명 : 사용안한다.

의지력과
행동력

젊없을때부터 앓던

5 명 : 실천할 수 있다.

아픈 경우
쉽지 않고
대한 미래를
수 없다고

건강을 지키고 개선
시키기 위한 의지는
있으나
혼자서
실천하기가 힘듬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건강앱을
사용할 확률이 높
고 긍적적임
위 답변과 같음

3 명 : 실천가능하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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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작동이 어렵다.

4. 구현

2 명 : 관심없다.

근감소증
앱의
필요성

4.1 앱(App) 서비스 설계

6 명 : 관심있고 설치하겠다.
4 명: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겠다.

대부분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작동이 어려운분들
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함

관련연구와 더불어 사용자
검토한
결과,
사용자들이

조사와 산업동향을
모바일앱을
통해

근감소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에 맞춘 근감소증
진단서비스와 GUI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모바일앱은 다음과 같은 핵심

2.3 사용자 분석 인사이트
01. 근감소증에 대한 지식 및 경각심이 필요하다.
02. 운동 및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통해 본인이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요소가 필요하다.
03. 평소에 운동을 실천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노인분들은 건강앱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건강앱으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것에 긍정적이다.

기능을 가진다. 첫번째, 사용자의 근감소증을 진단
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으로써
사용자가 인바디 및 체성분기기를 통해 검사를 한후
결과를 앱으로 전송하면 앱에서 이를 진단하여
근감소증 등급을 표시하여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인바디 H20B모델로 측정하면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앱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인바디 H20B 모델이
아닌 다른 체성분기기를 통해 측정하는 경우
결과값을 사진을 찍어서 직접 앱에 업로드하면

04. 건강에 대해 흥미를 가질만한 요소가 필요하다.

결과값이 앱에 입력되는 방식이다. 앱은 A,B,C 총
3가지 등급으로 A는 초기, B는 중기, C는 말기로
증상을 알리며 각 등급별 상태를 진단하고 개인에

3. 산업동향 분석
본 연구의 주제인 근감소증과 관련된 앱을 찾아보고,
노인건강과 관련된 모바일앱과 앱스토어 순위 및
다운로드수, 그리고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와 UI 사용성 측면을 고려한 건강관련
헬스케어앱에 대해 조사하였다. 노인건강 관련 모바일
앱으로는 ‘건강플러스+’, ‘건강수첩’, ‘치매체크’를

맞는 예방법을 제시해준다.(그림1.참고)
두번째, 진단분석을 들은후에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병원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근감소증을 진료하는 전문의만을 추천해주고 사용자
조건(ex.근거리, 의료진 등)에 맞는 전문의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구성하였다.

‘삼성헬스’,

세번째, 근감소증 등급(A,B,C)에 따라 운동그룹을

‘구글피트니스’, ‘LG 헬스’등을 분석하였다. 건강관련
헬스케어 모바일앱 서비스는 많지만 근감소증과 관련된

나누고 비슷한 질병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앱

네번째, 근감소증이라는 특수한 질병상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UI기능을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분야에

서비스는

대표

없었고,

모바일앱으로는

노인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거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앱 서비스도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중적인 헬스케어앱 대부분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UI 가 많았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된 노인 맞춤 UI 가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함께 운동과 친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내에

텍스트의

크기를

기본

14p이상으로 배치하고, 하단에 텍스트바를 배치하여
좌우로 조정하여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해마다 근감소증 환자는 늘어나지만 근감소증에 대한
정보 및 기능 부재로 병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병명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진단이
이루어지는 근감소증 전문 앱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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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감소증 안심플래너 _ User Journey Map

5.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 분석 및 니즈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인 근감소증 안심플래너 APP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그림2. 근감소증 안심플래너 APP_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 전체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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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읽기 불편하다.

그림3. 근감소증 안심플래너 APP_메인기능_진단과 예방

노인 B

80 세

UI 를 한번 교육후에 가능했고 그뒤로
무난하게 사용한다. 색상과 글씨는 잘 보인다.

노인 C

75 세

전반적인 구성은 볼만하고 색상은 편안하다.
다만 글씨가 많은거 같다.

노인 D

78 세

큰 버튼을 금방 클릭했고, 왼쪽 기본 메뉴는
터치를 안하게됨. 눈이 않좋아서 글씨를
확대해서 봐야함

노인 E

76 세

중요한 버튼이
어지럽다.

눈에

들어오고

텍스트가

6.2 프로토타입 개선사항
화면에 노란색을 배경으로 선택한것에 대해 밝은계통에
대비가 뚜렷해서 대부분 만족했고 색상과 글씨를
구분되는 식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버튼이나
아이콘이 터치를 유도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걸로
확인되었다.
개선된
사항은
텍스트가
많으면
피로해지므로 가급적 중요한 항목의 텍스트는 강조하고
그밖에 텍스트들을 줄이거나 설명이 길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음성인식을 통해 들려주는 방법을 택했다.
글씨 크기는 더 크게 키우고 텍스트의 강약조절과
가독성을 살리는 방향에 신경을 썼다. 중요한 항목에
있어서 가급적 텍스트 대신 아이콘 및 그래픽 버튼을

그림4. 근감소증 안심플래너 APP_메인기능_전문의 진단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6. 프로토타입 테스트
6.1 사용자 평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65 세 이상의 노인 5 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5 명과
대면하여 토론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3. 프로토타입 테스트_질문

1.

글씨와 버튼등의 식별이 가능한가요?

2.

제일 먼저 터치를 한 곳은 어디인가요?

3.

어떤 앱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4.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잘 보이나요?

5.

전체 색상은 어떻습니까?

그림5. 근감소증 진단 결과 음성 설명 기능

표 4. 프로토타입 테스트_사용자 답변

사용자

연령

특징

노인 A

67 세

터치했을 때 어렵지 않다. 눈이 안좋은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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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기에

앞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앱 서비스를 설계할 때
참고 및 적용을 한다면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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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주제로 노년층의 근감소증 상태를 진단해서
이를 전문의와 연결해주는 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용자들의 인터뷰 및 조사를
통해 나온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후 사용자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전에 노인에게 제공하는 UI방식에서
벗어나서 노인들의 근본적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자 사용자 중심디자인에 기반하여 노인
대상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에 고려해야 할
노인의 모바일 사용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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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Parameter를 조작하여 원하는 형상을 생성하는
Generative Design이 엔지니어링, 건축, 디자인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Parameter를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여, 각
Parameter값을 조작할 때,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형상은 매력적이며 새로운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Generative Design의 특성을 활용하면,
표준화된 획일적 형상에서 벗어나 개인화된 맞춤형
형상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 일상의
많은 사물은 표준화된 인간에 맞추어 디자인되어
있고, 이는 인간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체 특성 데이터를
Parameter로
활용하는
Generative
Design
Framework 제안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인체특성 데이터의 종류의 체계화, 인체 특성을
활용한 Generative Design 사례의 유형화를
사용하였다. 또한 Generative Design Process를
정의하고, 안경을 예시로 인체 특성 데이터를 이
Process에 결합한 Framework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인체 특성에 따른 개인 맞춤형
디자인, 즉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이 가능한
Rhinoceros와 Grasshopper 및 Arduino를 활용한
도구 디자인을 위한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인체 데이터, Personalization, Generative Design,
Design Process, Design Framework

1. 서 론
구입한 신발이나 옷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물건의
손잡이가 맞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기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개인에게 맞는 글자 크기나 색상,
소리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이 사물에 맞출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웨어러블 기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일률적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불합리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체 특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Generative Design 방식을
통해 맞춤화된 사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Generative Design Framework 제안을 목표로
한다.
Generative Design은 Parameter를 조작하여
원하는 형상을 생성하는 디자인 방법론으로, 변수를
조작하는 주체는 디자이너, 사용자, 혹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다. Generative Design은 사물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이다[1].
Generative
Design은
엔지니어링, 건축, 디자인, Art,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응용 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 디자인 분야의 응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Generative
Design은
전통적인
디자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성숙하고
통합된 디자인 프로세스의 Framework가 없어
디자이너가 적용하기 쉽지 않다. ② 3D 프린팅
기술의 한계로 생산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아직 시장 수용도(Market
Acceptance)가 높지 않다. ③ Generative
Design의 적용 대상을 개인 대상 혹은 개별
프로젝트보다 확장시키는 기반이 되는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시스템과 플랫폼 관점의 디자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Generative Design Framework을 통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enerative Design에 따른 개개인의 데이터 수집
및 생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에,
맞춤형 디자인 뿐 아니라 표준화 디자인의 중요성
또한 상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의
개념도 함께 활용하였다. 하지만 Generative
Design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환경은 스크립트 기능을
상대적으로 쉽게 실현되게 해 준다. 이에 미래의
디자이너들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Generative Design Framework을 활용하여
디자인 컨셉을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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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균(Mean) 측정법 [5]

2. 인체 특성 및 디자인 분석
2.1 인체 특성 데이터의 종류
인체의 형태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합된 제품을
사용하면 자발적 적응이 최소화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덜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디자인이 근거할 수
있는 다양한 인체 특성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측정, 기록 및 활용이 용이한 주요 데이터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n은 측정 횟수, Xi는 각 개별 측정 수치)
⑦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측정법 [6]

표 1. 인체 특성 데이터의 종류

1 생리적 특징 데이터
① 외과 데이터
신체의 각 부위별 정적 치수: 키, 체중 등
신체 자세와 행위의 동적 치수: 서고, 앉고,
웅크리고, 뛰고, 걷고, 눕는 등의 다양한 자세에
따르는 신체 치수
동작 및 빈도: 느리다, 급하다, 반복하다, 주저하다
기본 행동 범위 치수

그림 1. 개인 신체 특징 데이터와 주변의 관계

인체 역학: 악력, 점프력

[그림 1]의 데이터는 건강 검진을 위한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미래에는 사용자
주변의 제품은 물론, 도시의 모든 제품이 개인
맞춤형 제품으로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시야 범위 : 머리의 회전 방향, 시선 방향
근육, 지방, 골격 데이터
외모, 나이, 성별, 체형, 피부색 등

2.2 인체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사례

② 내과 데이터

인체 특성이 고려된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종류에 따라 가능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신체 감각(육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맥박, 혈액형, 혈압, 체온, 호흡, 수면, 소변, 대변 등
2 심리적 특징 데이터

사례1: BodyMeter

심리적 감각(오감): 존중감, 고귀함, 안전감, 편안함,
즐거움 [3].

사용된 인체 특성 데이터: 사용자의 자세와 행위,
목소리, 신체 치수

표정: 희로애락

BodyMeter는 사용자 중심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자세와 행위를 입력하여 맞춤형 개인 가구를 가상
환경에서 경험하게 한다. 사용자는 제스쳐와(‘폭이
이 정도이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한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치수를 지정하며, 팔과의
거리를 표시한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가상 디자인을
프로토타입처럼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7].

취미, 습관
3 사회적 특징 데이터
국가, 지역, 인종, 민족문화, 직업 등

신체 특징 데이터를 측정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측정 및 관찰법 [4]
② 촬영 측정법
③ 3D 디지털 측정법
④ AR 측정법
⑤ 생물 센서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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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angible User Interface - Prototype 'Handy
Handle’ - Interactive aided design[9].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기형적인 손을 가지고
있어서 우산 같은 물건을 잡는 데 많은 문제를
겪는다. Handy Handle은 이들이 간단한 손잡이로
물건을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9].
그림 2. 프로토타입인 BodyMeter에서 사용자는 제스처와
간단한 음성 명령을 통해 가구 치수를 설정하고, 가상
현실 기반의 1인칭 디자인 뷰를 획득한다. (a) 사용자는
HMD를 착용하고 Kinect는 사용자의 포즈를 캡처한다.
(b) 3 인칭 시점에서의 가상 환경.

사례4: Mixee Me
사용된 인체 특성 데이터: 외모 특징

사례2: 거슬림 없는 자세 교정을 위한 느린 로봇
Slow robots for unobtrusive posture correction
사용된 인체 특성 데이터: 얼굴 인식, 안구 중심

그림 5. Mixee Me: Model your own 3D character in
minutes.

Mixee Me는 자신의 외모 특징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3D 프린팅을 통해 자신의
인형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림 3. 사용자의 현재 자세를 안구 중심(A)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사용자의 자세가 불균형해지면(B1) 모니터가
서서히
뒤로
기울어진다(B2).
사용자가
자세를
교정하면(C3) 모니터는 기본 상태로 재설정된다(C4) [8].

컴퓨터 사용 시 장시간 불균형한 자세로 앉게
근골격계 질환을 초래한다. Shin, J. G.
불균형한 자세를 감지하면 서서히 기울어져
교정을 유도하는 로봇 모니터를 설계했다. 그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한
교정의 빈도는 증가하고 불균형한 자세로
시간은 현저히 감소하였다[8].

되면
등은
자세
결과
자세
앉은

사례3: Handy Handle
사용된 인체 특성 데이터: 손바닥/손가락 사이즈,
손가락 간격, 각 손가락 직경

표 2. 각 사례에서 사용된 인체 특성 데이터.

위의 네가지 사례에서 사용된 인체 특성 데이터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현재 많은 데이터를(예를
들면 취미, 사용 습관 등)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바이오 센서 기술의 빠른 보급과 적용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 수집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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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AMEWORK 개발
3.1 Generative Design Framework 선행 연구
고찰
제품 대상의 Generative Design은 현재 컴퓨터
보조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갖춘
환경(예: Rhino와 Grasshopper)에서 진행된다.
디자이너는 제품의 모든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디지털 모델 및 파라미터 명령으로 변환시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림 6. Autodesk Project Dreamcatcher offers a
reimagined design flow.

Project
Dreamcatcher는
Autodesk
사의
소프트웨어로, 디자이너가 목표와 제약을 통해서
디자인 문제의 정의를 정교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Generative
Design
System이다.
Dreamcatcher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의성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목표, 디자인 트레이드오프,
디자인 외관 및 느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점, 선, 면을 정의하는 작업을 맡았다. 이 과정은
결국 디자이너와 Dreamcatcher 사이의 대화가
된다. Dreamcatcher가 여러 디자인 방안을
생성하면, 디자이너는 출력된 결과를 탐색한 후
Dreamcatcher를
안내하기
위해
제약조건을
조정하며, 최종 결과에 만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10].

이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로 부품의 경량화,
제품 성능 개선, 제조 기간 단축 및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맞춤화와 독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방법을 찾고 있다[12].

그림 7. Generative design process（Wiki-Generative
design）[11]

3.2 인체 특성 Generative Design Framework
개발
본 연구는 Generative Design Framework을 [그림
8]과 같이 여섯단계로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1: 디자이너는 제품 데이터(기초 조형 데이터,
시장 데이터, 재료, 원가 등)와 사용자 데이터([표
1]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특징) 등의 제한
조건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여 Design
Parameter Process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Design
Framework를 구성한다.
단계2: 사용자는 Design System을 통해 디자인

그림 8. 인체 특성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Generative Desig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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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목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센서를 통해
Design Process에서 요구하는 인체 특성 데이터를
수집한다.

표 3. 인체 특성 데이터와 안경 형태의 관계.

단계3: Design System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수집된 데이터를 알고리즘 및 추론을 통해 가공한
결과 수천 가지의 디자인을 생성하며 동시에 각
디자인의 성능을 분석하여 최적의 디자인 결과들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단계4: 디자이너/엔지니어가 생성된 디자인 결과를
선별 및 개선한다. 센서를 통해 더욱 풍부한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빅 데이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디자인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이 단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단계5: 사용자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제안된 디자인
결과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을 고른다.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
요소의 조절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 데이터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얻는다.
단계6: 생산공장에서 디자인 결과를 접수하면,
별도로 생산해야 하는 부품과 범용 가능한 부품을
매칭한 후 신속하게 조립을 완료하여 사용자에게
배송한다.
Generative Design Framework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달라지게
된다.
전통적인
Design
Process에서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인 스타일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 스타일을 주로
고려한다. 하지만 Generative Design System은
사용자의 취향과 신체 특징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와
일치하는 최적의 디자인 결과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Generative
Design
System의 설계, 개선 및 최적화를 책임진다.

Generative Design Framework는 기존의 디자인
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즉, 표준화 디자인 시대에, 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에 충분한 정보나 경험, 시간이 없으며,
개인화되고 개성 있는 제품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 Framework는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디자인
탐색 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치수와 데이터를
통해 특정 조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가능성을 신속하게 탐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탐색 방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Rhinoceros와
Grasshopper, Arduino를 활용한 도구 개발을 후속
연구로 진행할 것이다.

3.3 Generative Design Framework 적용 사례:
개인 맞춤형 안경 디자인
Generative Design Framework에 기반한 안경
Design System은 인체 특성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에 맞는 안경 치수를 얻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안경 스타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안경의 새로운 디자인 방법 및 Process를 모색하고,
[표 3]과 같이 행위의 동적 데이터 및 생리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형태와 무늬 등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림 9. Generative Design Framework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안경 디자인 시스템

4. 결론
Generative Design은 단순히 Parameter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데이터와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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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Design의 장점으로는 개인화, 맞춤화,
독특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의 맞춤화 서비스는
단지 색상/사이즈/부품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인체 특성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Generative Design Framework를
통해 맞춤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다양해지고, 사용자가 제품 디자인 과정에
보다 깊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한 조건을 통해 디자이너가 디자인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결과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다 유연한 디자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센서를 통하여
오프라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Design
Framework의 최적화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집에서 센서를 통해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 (신체 치수, 외모 특징, 지문, 목소리, 감정
등)를 수집하고 인터넷 기반의 Design System을
통해 자기 자신만의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Generative Design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현재의 생산 기술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enerative
Design의
상용화가
필요하다.
Generative Design Framework를 전통적인
디자인 및 생산 공정과 융합함으로써 디자이너,
기업, 소비자와의 연계를 촉진시키고 Generative
Design을 시장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 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5G 네트워크의 발전은 만물이 서로 연결된다는
개념을 제시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사람과
물건, 물건과 물건 사이의 연결에까지 확장시켰다.
향후 6G 네트워크의 발전은 밀집된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 6G는 신체와 인터넷,
감정과 촉각의 교류, 촉각의 인터넷 등의 분야에
새로운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G가 이미지,
3G가 비디오, 4G가 라이브 비디오, 5G가 AR/VR을
가능하게 했다면, 6G는 시각, 촉각, 미각, 감정 등의
센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다. Generative Design 서비스 역시 미래의 통신
환경에서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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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스마트 팜을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기술적인
관점뿐만이 아닌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시얼

요약문
국내에서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 시장이 급격히
확산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를
실감하는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으며 향유 측면에서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디지털 정보의 격차가
심해지며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밸류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 년 대한민국의 65 세 이상 인구는 711 만
5,000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67 년까지
4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19) [7]
이렇듯 인구 중 노인이 점차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아직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기술 중심 도시 인프라만의 구축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고려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의 도시
구성원을 고려해 세대 간 격차를 줄이며 소통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커뮤니티 텃밭으로

많이 향유하지 못하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중심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IoT 기능을 갖춘
모듈형 텃밭을 이용한 가드닝 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다. 또한 IoT 시스템
기반 앱(App)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 가든(on-line/off-line)을
통해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스마트 텃밭의 작물을 개인의
취향별로 선택하여 서로 매칭 후, 노년층 유저가
운영하는 텃밭 클래스(off-line)를 구성하고 텃밭을
함께 운영하는 자연스러운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수확
철이 되면 앱을 통해 모여진 데이터(사진과 정보)로
‘텃밭 일지’, 포토 북을 제작해 추억을 공유할 수

제안한다.
1.2 Field Research: Interview & Observation
세종시 도심 공원에서 노년층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공원들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찰 결과,
외부에는 휴게 공간이 곳곳에 있었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인터뷰 대상 그룹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고
유휴 공간을 다수 발견했다.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제어
커뮤니티 IoT 가든, 스마트시티,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1. 서 론
1.1 배경 및 방향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된
환경에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다. (남재작,
2018) [1]

그림 1 Field Research

인터뷰는 야외 활동 빈도, 야외 활동 시 어려움, 야외
활동의 이유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그리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스마트 팜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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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ield Research: Interviews
질문

답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일주일에 3~4 차례 정도 한다.

편인가요?

야외 활동(산책 포함)을 대체로
많이 하는 편이다.

공원이나 주변 산책 등 야외

가파른 계단이 있는 곳이

활동이 힘드시지는 않나요?

있지만, 다른 입구를 이용한다.
대체로 완만한 편이기에 괜찮다.
산책 시 지팡이와 같은
도구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파른 곳이 없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에 나오시는 이유는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기

무엇인가요?

때문이다. 하지만 산책 등을
혼자 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그림 2 Stakeholder Map

2.2 Insight (Service Direction)
전반부 연구를 종합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Insight 를

대화할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출하였다.

주로 노래(트로트)를 틀고
산책을 한다.
보통 하루에 얼마나 야외

아침에는 집 근처의 강가를

활동을 하시나요?

걷고, 점심, 저녁에는 공원을

•노년층에게 외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여가 활동 기회
부여: 노년층에게 텃밭 가드닝이라는 외부 활동을
추천함으로써 단순한 여가 활동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인터랙션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산책하는 편이다.
총 4km 정도 걷는 것 같다.

•노년층의 텃밭 클래스를 통한 세대 간 연결: 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텃밭을 통해 노년층이 텃밭
매니저로 활동하며, 작물을 같이 심거나 작물에 관해
설명하는 서비스

1.3 Desk Research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수입의
감소 등의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훨씬 커진다. 이는 곧
욕구불만 초래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데
(윤숙영,김홍열, 2009) [4], 노년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원예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최병진
외, 2017) [5]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염수빈 외, 2017) [3] 또한, 아동과 연계하여 실시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아동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존중받기 때문에 자신감이
증진했다고 한다. (윤숙영,김홍열, 2009) [4] 이러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거주 노년층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공간 경험
제공: 텃밭 향유자는 QR 코드를 통해 텃밭 매니저, 즉
노년층의 경험을 간접 공유할 수 있으며, 텃밭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음
•다양한 연령층 간의 커뮤니케이션: 노년층과 아동,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대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점 제공
• 감성적 텃밭의 추억 공유: 노년층과 아동이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수확된 작물을 받아 브랜딩을 마친 후
다시 아동에게 보내지는데 자신이 키운 작물이라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관심이 배가 되며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된 사진 및 간단한 문구를 바탕으로 포토 북을
제작하여 전달받게 되어 노동의 이면에 감성적

위한 스마트 IoT 텃밭을 설계하기로 했다.

2. 본론
전반부 UXR 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페르소나를
만들고 각각의 Stakeholder Map 을 만들고 디자인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솔루션이 될 User Journey

포만감과 사회적 가치를 교육

Map 을 만들었다.

•스마트 IoT 텃밭: 텃밭을 모듈화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텃밭 가꾸기에 적용하며 향유자를 위한
QR 코드 및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년층과 아동은 텃밭 IoT App 에서

2.1 Stakeholder Map
65 세 이상의 도시 거주 노년층을 유저로 Stakeholder
Map 을 <그림 2>와 같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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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수분도, 성장도 등의 식물 상태를 확인한다.
IoT 기술은 소통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3.2 User Scenario
앞서 작성한 System Map 과 Interaction Matrix 를
기반으로 User Scenario 를 작성하였다. 내용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지니게 된다.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Insight

2.3 Journey Map
도출한 Insight 를 바탕으로 페르소나 선정 후 Journey
Map 을 작성해보았다. 유저의 서비스 사용 전과 후로
나누어 플로우에 따른 감정 변화를 중점으로
제작하였다.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Journey Map

3. 서비스 디자인
그림 6 User Scenario

3.1 Interaction Matrix

3.3 App Design

서비스의 핵심 진행 키워드를 11 단계로 나누어
Interactive Matrix 를 만들어 보았다. 참여자를
중심으로 Data, on-line, off-line 별로 사용자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서비스의 진행에 따라
자세히 분석하였다.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스마트 IoT 텃밭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App 설계를 제안한다. <그림 7>은 App 화면에서 가입
및 텃밭의 상태를 보여준다. 콘텐츠에 집중해 부가적인
기능은 줄이고, 하단에는 텃밭 일지 작성을 위해 토글
버튼만을 하단에 위치 시켜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

그림 7 App Design(토글버튼)

그림 5 Interac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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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입 시 작물 취향을 선택하면 추천 작물 소개뿐
아니라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는 현재 작물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 텃밭 일지에서는
시간순으로 작물의 성장과 참여자의 감성을 담도록
한다. 내용은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포함하여 소통의 결과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참여 동기 부여를 한다.

4. 결론
‘오순도순’이라고 브랜딩한 이 모듈형 텃밭 서비스는
Io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간 활발한 공감 형성에
기여하면서 노년층은 외부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예전의 풍부한 경험으로 익숙해져 있는 텃밭
재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감정 순화와
타인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경희,
이상미,서정근, 2009) [6] 또한, 모듈형 스마트 IoT
텃밭으로 스마트시티 속 환경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그림 8 App Design(텃밭일지)

본 연구가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은 물론 아동까지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 활동을 통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더욱
생기있는 도심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의 주
연령층의 사용성을 고려하고,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 System Map
본 연구의 최종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과 도시만의
참여적 스마트 텃밭의 시스템 맵은 <그림 9>와 같다.

연구 의의는 다양한 작물을 통해 도심 내 경관을 더욱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하는 것에 있다. 사회적
인터랙션을 통해 향유자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도시가 시민 교감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랫폼 구축 후 시민의
실시간 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를 통한
데이터 분석, 예측을 통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안용준,이상호,유명옥, 2019) [2]
또한,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App 은 물론 IoT 의
사용성을 더욱 높이고, 사용자를 향유자까지 확장하여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에 촉매가 되는 서비스 디자인을

그림 9 System Map

3.5 Other Service Element.

통해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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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출동으로
골든 타임 내에 현장 도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요약문
119 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골든타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2] 효율적인 소방서 출동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119 의 출동 과정을 UX 디자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출동 과정에서의
소방서 관내 동선을 줄여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청각에만 의존하던 소방서의 재난 경고 방법을
소리와 시각의 ‘다중 감각’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소방대원들의 대기 시간 중
긴장을 줄여주고 보다 효율적인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19 대원들의 출동과정 단계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재난 경고음 등을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시스템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에 따라 재난 상황 시 119 대원들의 출동
시간 단축에 유효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도착 시간대별 화재 건수
년도

전체

≦5분

≦ 10 분

골든타임 내
도착률

2017

44,178

17,854

12.399

58%

2016

43,413

18.069

11.798

59%

2015

44,435

19.576

10.985

62%

2014

42,165

17,604

10,291

61%

2013

44,178

15,429

11,609

58%

*출처 : 대한민국 소방청. https://www.nfa.go.kr/nfa/

1.2 연구 목적 및 방법론

주제어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는 구조, 구급,
소방으로 나누어 재난을 구분하고 있다.[1]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고음을 3 가지 재난 상황에 구분하지 않고
경고음 뒤에 재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을 반복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원들에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의 3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경고음만으로도 재난 상황을
빠르고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재난 상황이
연상되는 경고음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출동을 위해 발생하는 대원의 니즈를
파악하여 출동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국가
리포트를 포함한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청주시와 안양시,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총 6 명의 대원과 인뎁스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쉐도잉과 같은
관찰 기법을 통해 소방서 내/외에서의 동선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X 방법론을 적용하여
출동 과정 중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운드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되는 경고음의 주파수, 음파
등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최종 결과로서 재난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119 service design, sound visualization,
emergency communication, synesthesia design

1. 서 론
1.1 연구배경
시간의 무게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 시간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플래시 오버'는 화재 발생 후 5 분
초과 시 축적된 열로 인해 화염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플래시 오버 발생 시 화재는 최 절정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장을 모두 태울 때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화재 발생 후
5 분을 ‘골든 타임’으로 일컫는 이유다. 다음 [표
1]은 지난 5 년간 현장 도착 시간대별 화재 건수를
보여준다. 골든타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한
비율은 5 년간 약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매년 골든 타임
이내의 도착 비율은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다. [2]
골든 타임 내 도착률을 높이려는 연구는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소방대원들의 출동과정 전반
시스템을 분석하여 관내 출동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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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한 재난 안내를
시스템과 연결하였다.

전반적인

출동

과정

2. 현황 서베이
2.1 출동 과정

그림 2. 소방대원의 출동 동선 현황 (필드리서치)
그림 1. 소방대원의 출동 과정 사용자 여정 지도 (ASIS)

2.2 소방 경고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고음은 각 재난 상황 별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뿐만
아니라 출동의 시작 과정에서 재난현장의 긴급
정도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차량 탑승
후에 지령지를 공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문헌연구와
필드리서치 결과 현재의 119 관내 경고음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소방서에서 사용되는 경고음을
리서치 하였고 그 중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소방
경고음을 분석한 결과 1)경고음 2)경고음+발화
3)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경고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대부분의 사용 사례인
1)경고음만 제공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3]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있는
30 가지의 경고음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곳(청주시, 안양시, 세종시)의
소방서에서 문제해결 쉐도잉 방법론과 인터뷰
기법을 사용하여 119 대원의 일반적인 출동
과정을 사용자 여정지도로 도출하였다. 위
[그림 1]은 출동 대기, 출동 시작, 출동 중, 출동
후로 케이스를 분류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유저의
Pain point 와 Pleasure point 를 도출하였는데
Pleasure point 는 대부분 출동 전, 출동 후 관내
생활과
관련된
케이스로써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정과의 연관성이 미비하여 출동
시간을 지연 시키는 Pain point 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대원의 관내 출동 동선을
파악하여 출동 시간의 지연 원인을 공간별로
도출하고자 [그림 2]를 활용하여 대원의 동선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119 대원들의 출동 전 위치 3 곳을 선정하였고 각
동선 별 출동 시작 상황에 따라 시간을 지체
시키는 장소적 포인트와 세부 상황을 확인하였다.
발견된 Pain point 와 니즈를 분석한 결과,
경고음을 통한 청각적 안내만으로는 재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령지’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과 출동
대원이 다른 대원의 출동 중 관내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불필요한 동선을 발생시켜 시간
지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각적, 시각적 안내를 통해 현장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필요를 발견하였으며, 출동 시
대원들 간의 신속한 정보 전달과 교환이
커뮤니케이션의 신속함이 출동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전국의 30 가지 경고음 분석

위 사운드를 가지고 각 사운드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재난 상황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20-50 대의 성인 남녀 소방대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총 5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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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 되었으며 30 개의 사운드를
청취한 후 아래 [그림 4]의 재난 상황 중 사운드에
연상되는 사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 특정 재난 상황이 연상되는 경고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각 재난 상황이
연상되는 경고음의 특징을 선별하여 경고음
디자인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인원 수를 제공하고 탑승하지 않은 대원의 명단과
탑승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공한다.

구급

소방

구조

그림 5. 재난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화면
구급

소방

구조

그림 4. 경고음 청취 시 연상되는 상황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재난 상황 대표 이미지

관한

3. 솔루션 제시
그림 6. 소방대원 전용 어플리케이션 (출동 대원 화면)

출동 동선에서 유저가 느끼는 Pain point 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 시 효율적인 출동 과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은 119 대원 전용
어플리케이션, 재난 상황 별 경고음 디자인과
경고음을 시각화 하여 다중 감각으로 재난을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안내 방법으로서 효율적인
출동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림 7. 소방대원 전용 어플리케이션 (운전 대원 화면 –
(좌) 미 탑승 대원이 있을 경우 (우) 전원 탑승)

3.1 소방대원 전용 APP 디자인
출동 동선 중 가장 큰 Pain point 는 특정 장소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장소에서 시간을 지체 시키는
원인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원들의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3.2 경고음 디자인
본 연구는 앞서 진행한 사운드와 연상되는 재난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출동 상황과
연결된 최종 3 가지 경고음을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지령지 확인과 출동 대원 간의 관내 위치 파악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한다. 재난 상황 별 고유 색을
지정하여 상황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안내 색을
제공한다. 출동 대원과 운전 대원의 주요 니즈가
상이 하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은
두가지의 모드로 제공된다. 출동 대원에게
제공되는 화면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시 관내
대원들의 동선을 내부 지도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미 탑승 대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대원의 차고지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령지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모든
대원이 각자 지령지를 확인하여 보다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자세히 숙지할 수 있다. 운전
대원에게 제공되는 화면의 경우 네비게이션을
주요 기능으로 하여 재난 현장까지의 길을
안내한다. 탑승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도로가
좁거나 교통체증으로 사용 불가한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위치 확인 기능으로 탑승해야 할 대원의

표 2. 재난 상황에 따라 연상되는 사운드의 특징
재난
상황

사운드의
파형

음의
높낮이

소리의
연속성

박자의
속도감

구급

5

2

5

소방

3

5

2

구조

5

3

4

5 (높음) – 1 (낮음)

경고음의 단계를 주기 위해 다음의 [그림 8]의
분류 단계를 활용하여 소방대원의 앱에서 재난
위험 단계를 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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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용자 참여기반 경고음 시각화 결과

각 재난 상황은 출동 대원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복 또는 사용되는 도구에서 색을
도출하였다. 상황의 긴급정도는 시각화된 요소가
얼마나 빨리 반복되는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적용 상황에서는 차량을 찾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고음 시각화 화면 우측 영역에
탑승해야 할 차량 번호를 제공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그림 8. 화재 위험 분류 단계 재설정 및 현황 분석

현재는 재난 상황의 위험 정도를 총 3 단계로
분류하고 있지만 분류 기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1. 화재 유형이 무엇인가', '2.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가', '3. 화재현장에 사람이 있는가', '4.
몇명이 있는가', '5. 폭발의 위험이 있는가', '6.
주변에 인가가 있는가'를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해
재난 상황을 3 단계의 대분류 와 6 단계의 세부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후 6 단계의 기준을
중심으로 전국 화재 상황[5]을 케이스 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경고음을 총 3 단계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소방대원과 일반인 성인
8 명을 대상으로 한 가청도 실험 결과 빠른 인지가
가능하며 청력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얻은 85dB 로 경고음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그림 11. 경고음 시각화

3.3 경고음 시각화
각 재난 상황 별로 디자인 된 경고음의 3 단계 중
1 단계를 활용하여 소방서 근무자와 일반인 참여자
20-50 대 총 8 명을 대상으로 경고음 시각화를
요청하였다. 총 3 가지의 경고음을 들려준 후
연상되는 형태를 점, 선, 면으로만 표현해 달라고
하였고, [그림 10]과 같이 각 경고음에서 느껴지는
형상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 12. 구급 경고음 시각화 적용_구급

그림 9. 경고음 시각화 실험

그림 13. 소방 경고음 시각화 적용_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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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구조 경고음 시각화 적용_구조

앞서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서비스 블루 프린트(Service Blue Print)를
작성하여 앞서 제시한 119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경고음, 경고음 시각화 솔루션을 시스템 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동선에 따른 필요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솔루션 적용 시 출동 시간 단축 정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7. 솔루션 적용 사용자 시나리오_출동차량 내

4. 결론
본 연구는 소방서의 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청각적 알림과
시각적 알림을 통하여 사고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출동 시스템을
재설계하였다. 기존의 경고음을 구조, 구급, 소방의
3 개의 영역으로 나눈 후 6 가지의 기준을 통해
사고의 단계를 나눠 재난 상황과 긴급 정도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사용자 실험을
통해 각 소리가 가진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고음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내 출동 대원의 위치 파악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출동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동선과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기존의 고착화된 프로세스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출동과정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원들의
불필요한 동선을 줄임과 동시에 골든타임 확보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해 재난 상황의 경중을
나눈 것 이외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경고음의 단계를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19 의 출동 과정 시스템을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점과 공공영역에 사용자 경험
디자인 관점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의를 가진다.

그림 15. 119 출동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림 16. 솔루션 적용 사용자 시나리오_출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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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연구방향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1.1 연구배경

높아지고 있다. 그로인해 운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7 년 9 월 기준 국세청 사업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스포츠 시설이 2014 년 대비 140% 급증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건강과 체력관리에 관한

여러 운동 중에 단체운동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함에 따라 건강과

운동을 과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욕구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관련된 소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체 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단체

표 1. 유료 운동시설 이용과 이용 포기에 대한 설문조사

운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인터랙션 대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단체 운동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지속적인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진행은 정성 조사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현장
조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단체 운동의 소속감과
유대감은 운동 몰입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운동 소속자들의 운동 몰입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구성원들간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외부에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여 운동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디자인 기회영역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단체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인터랙션
운동시설 회원권을 등록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요소들을 디자인 기회영역으로 도출할 것이며,
운동의 의지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해 주도록 도와주는 인터랙션 서비스 모델을

사람은 61%이며, 운동시설을 등록 후 대게 1 개월
이내에 60%가 운동 시설 이용을 포기한다. 운동시설

제안하고자 한다.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잦은 야근 또는 회식,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의지가 상실, 불규칙적인

주제어

일상생활, 운동시설과 거주지의 거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단체운동, 피트니스(fitness), 헬스(health), 소속감,
유대감,

의사소통,

인터랙션(interaction),

서비스

그 중에서는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디자인(service design)

가장 큰 이유는 두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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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잦은 회식과 모임을

타인의

하고 있으며, 오랜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생활이 지속되어 운동을 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는 실외에서 하는 단체운동 중 러닝
동호회가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을 현장 관찰하고,

운동

과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실내에서 하는 단체 운동은 헬스장의 Group Exercise
(이하 G.X)프로그램의 요가 수업 상황을 관찰하였다.
이 두 상황을 관찰하여 단체운동에 대한 소속감이

두번째는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동기가
생기면 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아보고, 소속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운동에

유대감이 형성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단체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단체 운동에

대한 의지가 상실하게 되어 운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생긴다.

대한

사람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인터랙션

요소들

알아보았다.

요소로는 심리적, 과시욕, 대인 교류, 운동시설,
성취욕구, 신체적 요소가 있다. 이 6 가지 요소

2.1 문헌조사

중에서도 신체적인 요소와 과시욕구와 성취욕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생활체력을 기를 수

운동을 지속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

있고 체중 조절 등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요소는 운동을 하면서 얻는 활력, 체력의 향상,

심리적으로도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상쾌함과 개운한
감정을 주며 신체 감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다.

체중 조절, 건강증진,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느끼는 상쾌함과 개운함이 있다. 개개인 마다
내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건강관리와

사람들은

처음

운동에서 느끼는 상쾌함과 개운함과 같은 신체
감각적 만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화단계(Rossi & Rossi, 1992)에서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행동을 5 단계로 나눈다.

과시욕은 운동을 하면서 나를 알리거나, 명성, 자랑을

표 2. 운동행동변화단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까지 다양한 변화 단계를 밟는다. 운동행동

하고 싶은 욕구이다. 성취욕은 운동에 대해 새로운

운동행동변화단계

운동 기술과 힘든 운동 기술을 익히며 얻는 흥분을
통한 감정이다. '몸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1 단계

욕구와 연관된다. (정윤하, 2017)
2 단계

운동을 지속하려면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켜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운동 기술을

운동을 하지 않거나, 6 개월 이내에도 운동을
시작할 의지도 없는 상태인 무관심단계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6 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관심단계

배우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규칙적으로 하지
3 단계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타인에게 운동과시를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욕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4 단계

단체 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단체 운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여
단체 운동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지속적인 운동을

5 단계

돕는 긍정적인 영향과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않고, 30 일 이내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상태인 준비단계
현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상태인 실천단계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시작한지 6 개월이 지난 상태인 유지단계

3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환경과 분위기,

2. 연구방법 및 분석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4 단계와 5 단계의 사람들은 운동행동 변화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지속적인 운동을

단계를 거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알아보았다.

운동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설문조사에서는 운동 경험이 있는

하는데 영향을 준다. (장성덕, 김병준, 김윤희 2016)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체 운동에 대한 인식과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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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전달한
있습니까?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환경의 분위기,
함께하는 대상자들과 관계가 중요하다. 꾸준히
운동을 지속한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콘텐츠는

내용을

담고

객관식
서술식

타인의 운동경험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긍정적 영향을 주어 능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떠한

느낀

생각과

경험을

2.2 설문조사
운동 실태 설문으로 운동 종목, 운동 횟수, 운동을

 설문조사 방법 및 진행

하게 된 동기, 운동 목표, 운동 목표에 대한 계획 및
실천에 관해 6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다. 또한 단체

문헌조사를 통해 운동을 하는 환경과 분위기,
대인관계가 지속적인 운동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운동에 대한 인식 설문으로 타인과 함께 운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을 하고 있는 무작위 대상자

경험 4 문항, SNS 에 자신의 운동을 과시한 경험과
이유 5 문항, 타인의 SNS 에서 운동 과시 공유 경험에

40 명을 통해 대상자들의 운동 실태와 단체운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9 년 10 월

대한 인식 5 문항으로 총 20 항목으로 설문이

21 일부터 10 월 23 일, 총 3 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구성되었다.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운동실태를 통해 운동 종목과, 운동을
하게된 동기, 운동 목표 및 계획과 실천을 통해
표 3. 설문조사 문항 표
질문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위한 노력에 대한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다. 타인과 함께 했던 운동경험으로

답변 유형

타인과 함께하는 단체 운동대해 긍정적인 인식,

운동 실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주관식

부정적 인식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SNS 를 통한
운동 과시 및 공유를 통해 운동 콘텐츠의 전달 방법과

운동을 주 몇 회 하십니까?

객관식

타인의 운동 과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운동을 하게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주관식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총 40 명으로 20-30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은 70%, 남성은 30%이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목표를 위해 계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주관식

표 4. 설문조사 대상자 기본 정보

단체 운동 인식
타인과 함께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함께 했습니까?
그 타인은 누구입니까?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타인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서술식

표 5.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운동 실태

운동 경험 Sns 공유
Sns 에 본인의 운동경험을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공유한 sns 는 무엇입니까?
공유한 게시물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전달한 콘텐츠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본인의 운동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객관식
객관식
객관식
객관식

1~6 개월 미만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서술식

32.5%이며, 7 개월~1 년 이상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상자는 40%이다. 또한 주 1 ~ 2 회 운동을

타인의 운동 경험 sns 공유

실시하는 대상자들은 50%에 달하며, 주 3~4 회

sns 에서 타인의 운동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객관식

타인이 공유한 sns 는 무엇입니까?

객관식

타인이 공유한 게시물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객관식

운동을 하는 대상자들은 28.9, 주 5 ~ 7 회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21.1%이다.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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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 40 명 중 15 명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세분화하여 총 7 명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있고, 9 명이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챙기고, 미용의 목적이 가장

선정하였다.
2.3 현장 관찰

많았다. 설문 대상자들은 운동을 통해 체력을 얻고,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매를 가장 얻고 싶어 했다.
대상자들의 34 명은 타인과 함께 운동을 해본 경험이

실외에서 하는 운동과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하나씩

있다고 답했고, 6 명은 타인과 운동을 해본 경험이

관찰을 하였다. 다양한 러닝 동호회를 볼 수 있는
마라톤에 직접 참가하여 동호회 모습을 관찰하였다.

선정하여 실외,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직접 현장

없다고 답했다. 34 명중 23 명은 운동 센터에서 만난
타인과 함께 운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상자들

마라톤 시작 전부터 마라톤이 끝나기까지 동호회의
소속감을 이루는 요소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또한 헬스장 G.X 프로그램의 요가 수업

중 20 명은 단체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3 명은 타인과의 운동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상황을 관찰하여 친분이 없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다같이

 실외 단체 운동 : 러닝 동호회 관찰 및 분석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니 유대감과 동질감이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답변을 주었다.

2019 년 11 월 3 일 JTBC 에서 주관한 서울 마라톤에
참가하여 러닝 동호회 참가자들에게 러닝 동호회에

설문 대상자 40 명 65%는 자신의 SNS 에 운동을

속한 소속감이 유대감 형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였다. JTBC 서울 마라톤의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동을 하는 모습을
공유한 대상자는 43.8%에 달했으며, 운동을 하는

풀코스(40km)에는 약 1 만명의 참가자가 출전을

장소와 환경을 공유한 경험도 37.5%에 달한다.

하였고, 하프코스(10km)에는 약 2 만 2000 명의

SNS 에 운동 경험을 공유한 대상자들은 타인과 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싶었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참가자가 출전하였다.
하프코스에서 러닝 동호회의 구성원 수는 다양하다.

모습을

최소 3 명~ 20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호회의

과시하고 공감을 얻고 싶다고 답했다.

구성원들이 많을 수 록 동호회 자체 내에서 응원단과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해주는 포토그래퍼가 존재한다.

반대로 대상자들의 73.2%가 타인이 SNS 에서 운동을
과시한 콘텐츠 경험을 하였다고 답했다. 타인의 운동

또한 마라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며, 각

과시 컨텐츠로 운동을 하는 모습, 몸매를 과시하는

동호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든 로고를 대형 깃발,
플랜카드, 단체복 등에 넣어 자신들만의 소속감과

컨텐츠가 주로 이루었고, 대상자들은 타인의 운동
과시 콘텐츠를 보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유대감을 나타냈다.

운동 욕구를 받았다.
하지만 과한 몸매 과시형 콘텐츠를 통해
부담스럽거나 선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문을 통해 단체 운동에서 타인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 욕구 자극을 받아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할

그림 1. 마라톤을 통해 소속감을 나타내는 인터랙션 요소

또한 마라톤 코스 중간에 ‘Tap here to power up’이
새겨진 판넬을 세워 마라톤 참가자들이 터치를 할 수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체 운동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운동에
대한 욕구 및 의지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요소가 될

있게하여 힘을 주기도 하고, 노래를 통한 응원을
하기도 한다. 이는 러닝 동호회에 소속된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비 동호회 참가자들도 힘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설문대상자 40 명 중 운동 행동 변화단계이론(rossi &
rossi, 1992)에서 3 단계, 4 단계에 있는 대상자

얻고 있다. 시각적인 요소로 자신들의 유대감을
타인에게 과시하여 나타내고 그로 인해 소속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12 명을 선정하고, 단체 운동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8 명,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4 명으로 나누었다. 그 중 다양한 운동과 운동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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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친분이 없는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였다. 또한 다른 회원들은 지도 강사와 함께 수업에
관해 궁금한 점과 몸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요가 수업이 시작하기 전과 수업이 끝난 직후에
회원과 회원, 회원과 강사의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다. 수업 전의 커뮤니케이션보다 수업
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요가 수업을 통해 힘든 요가 동작,
운동을 함께 하면서 힘과 자극을 받아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사진 1. 러닝 동호회 회원들의 마라톤 출전 모습

 실내 단체 운동 : 요가 수업 관찰 및 분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B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G.X 프로그램인 요가 수업을 관찰하였다.
친분이 없는 회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과
운동지도자와
관찰하고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과정을
사진 2. GX 프로그램 공간과 요가 수업 모습

하였다.

2.4 심층인터뷰 및 분석
심층인터뷰는 단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상으로 하여 단체 운동,
개인 운동에 대한 선호도와 경험을 알아보고 단체
운동이 주는 인식, 개인운동이 주는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과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의 운동 종목을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종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운동의 기간 또한 한정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한지
3 개월 이상부터 1 년 6 개월 미만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2. 요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 요소

표 6. 심층 인터뷰 대상자 기본 정보

요가 수업 10 분 전 G.X 실에 요가 지도 강사가
입장을 하고 요가 수업을 듣는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구분

나이

직업

운동종목

운동기간

지도 강사와 회원들이 인사를 나눈다. G.X 실 안에
있는 소도구함에서 도구를 챙기면서 회원들끼리 서로

민 OO

20 대

디자이너

필라테스

6 개월

염 OO

20 대

학생

수영

8 개월

최 OO

30 대

무직

요가

3 개월

나 OO

20 대

디자이너

PT

1년

김 OO

30 대

간호사

스피닝

4 개월

최 OO

20 대

학생

헬스

6 개월

하였다. 요가 수업은 50 분간 진행을 하였다. 수업이

김 OO

30 대

마케팅

헬스

1 년 6 개월

끝나면 회원들은 다 함께 수업 전과 같이 도구를 챙겨
소도구함에 정리를 한다.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대상자들은 20-30 대 7 명을 선정했다. 필라테스,

도구를 챙겨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친분이나
안면이 없어도 요가 매트, 블록 등을 건네 주는
상호작용이 있었다. 회원들이 매트를 깔고 자리에
착석 후 스트레칭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회원들끼리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눈다. 이때 서로 운동을
하면서 마시는 건강 음료나 차를 나누어 마시기도

수영, 요가, 스피닝, 헬스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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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자로 구성을 하였으며, 3 개월 이상 2 년

운동단체를 대표하는 로고가 그려진 응원 현수막,

미만의 동운 기간을 가진 대상자들로 구성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단체 운동복, 응원 플랜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두번째 인터랙션 요소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행동

표 7. 심층 인터뷰 기본 5 가지 질문

요소이다. 단체 운동의 구성원들간 행동요소를 통해

기본 질문 항목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단체
스트레칭, 신나는 노래를 통한 응원가, 운동에 필요한

단체운동과 개인운동, 어떤 운동을 더 선호하나요?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행동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

(개인, 단체)운동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체운동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인터랙션 요소는 구성원들간
커뮤니케이션이다. 구성원과 구성원, 구성원과 운동

단체운동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지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Sns 에 운동게시물을 올리거나 본 적이 있었나요?

힘든 운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를 할 수 있다.
함께 했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지와

2 차 심층인터뷰를 통해 단체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동감을 불러일으켜 단체운동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할

경험과 인식, SNS 를 통한 운동 공유 경험과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 7 명 중

수 있다.
이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세가지의 인터랙션

5 명은 단체운동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다. 특히

요소를 활용하여 같은 운동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지인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식을 비추고, 지인이

연결해 주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디자인 제안할 수 있다.

아닌 운동 센터에서 만난 타인과 함께 운동을 해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였다. 타인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운동 욕구에 대한 자극을
받는 다고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유대감 형성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코치, 강사가 나에게 집중적으로 티칭해주기
어렵다는 점을 장점이자 단점을 꼽았다. 또한
단체운동 특성상 타인과의 운동레벨이나 운동 성향이

그림 2. 단체 운동의 인터랙션 요소를 통한 디자인 기회영역

3.2 서비스 디자인 모델 제안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운동을 통해 타인에게 운동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다면 운동 컨텐츠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단체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

적극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유대감을 심어 주어 싶은 운동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3. 디자인 기회영역 및 서비스 디자인 모델 제안

있는 서비스 디자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자와,

서비스

3.1 디자인 기회영역

구성원들에게

모델에서

핵심

단체운동의

요소는

소속감과

운동참여자와

운동지도자가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서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지만, 의지가 부족한
대상자들을 모아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함께 운동

간의 주고받는 인터랙션으로 시작된다. 운동지도자와
운동 참여자는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서비스에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을 한다면 서로의 운동하는

가입하게 된다. 먼저 운동참여자들이 자신의 운동을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서로 간 함께
운동하면서 인터랙션 요소를 충족한다면 소속감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게 된다. 운동지도자와
운동참여자들은 함께 운동을 한다.

유대감이 형성되어 단체운동을 더욱 지속시킬 수

운동지도자는 강사, 코치 또는 단체 운동의 리더가 될

있다.
첫번째 인터랙션 요소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시각적

수 있으며, 구성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운동 지도자는 서비스를 통해

요소이다. 외부에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운동참여자들에게 단체 운동의 목표와 운동 일정 등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소속감은
물론이며, 유대감을 높여 운동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운동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운동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컨텐츠로 공유할 수 있다.

운동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시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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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참여자는 다른 운동참여자들이 함께 한 운동
컨텐츠를 보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형성된다. 이는
구성원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낸다.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운동
지도자는
운동
참여자들에게 운동 자세, 식단 관리, 응원과 격려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운동 참여자는 자신의 운동 목표, 운동을 하는 모습,
운동을 하고 있는 장소와 같은 운동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함께 운동하는 다른 운동참여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운동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운동
목표와 운동을 하는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운동
참여자들에게 운동 자극을 주고 지속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운동 참여자에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과 같은 관심 표현과
이모티콘을 통한 응원 및 격려와 같은 감정표현, 댓글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운동 참여자가 속한 운동 단체뿐만이 아니라 타 운동
단체의 컨텐츠도 공유할 수 있다. 자신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운동
목표를 달성 한 모습 등 소속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그림 3. 단체 운동의 소속감과 구성원들간 인터랙션 요소를
통한 서비스 디자인 모델 제안

표출할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 외부의 타 운동 단체에
과시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단체 운동이 주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터랙션 요소들을 디자인 기회영역으로 도출하고

4.1 결론

운동의 의지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소속감을 형성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랙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단체 운동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한 운동에 대한
몰입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운동 소속자들이 운동의
몰입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운동하는 모습을
과시하여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행동 요소, 구성원들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인터랙션 요소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을 활용하여 단체운동의 소속감과 유대감의
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4.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향후 기존의 서비스 사례와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디자인 기회영역을 더 넓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디자인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로 운동 변화 단계에서
지속적인 운동 습관이 필요하고 의지가 있는 관심
단계(2 단계)와 준비단계(3 단계)에 속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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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단체 운동이 주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3. 정윤하. (2017). 심리적 운동중독에 관련된 운동

인터랙션 요소들을 활용하여 운동의 의지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소속감을 형성하여 유대감을 높일 수

지속

동기

심리의

과학적

세분화.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9(), 333-341.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4. Rossi, S. R., & Rossi, J. S. (1992). Application
of the transtheo- retical model of behavior
change to dietary fat, (Abstrac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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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계경비시스템이 국내에 뿌리내린 이후 보안산업 전
문가들은 40여년 간 안전을 위한 기술발전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과 보안서비스의 보편화
로 기계경비시스템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범람하고 있
으며, 굳건했던 기계경비시스템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계경비시스템은 기술 중심, 제공자 중심
의 서비스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사용자의 입장에
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새로운 관점
이 필요하며, 이는 기계경비시스템 분야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기계경비
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용
자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개선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서비스디자인, 사용자경험, 기계경비시스템, 보안서비스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간경비업체의 기계경비시스템은 1980년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발전해왔으며, 더불어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종 흉악범죄와 관련한 치안서비스
를 공동생산하는 등 사회전체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을 유지하는데 이미 상당부분 일익을 담당해왔다(김찬
선,2009).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국가주도의 범
죄예방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보안 관
련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오피스텔/아파트에도 CCTV,
현관보안문이 빌트인 되는 등 기계경비시스템을 대체
하는 서비스가 범람하고있다. 또한 핀테크 기술의 발전
으로 집이나 상점에 보관하는 현금자체가 줄어듦에 따
라 절도, 강도범죄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범
죄통계(2018)에 따르면 절도, 강도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285,356건에서 2017년 177,630건으로 지속감
소하고 있으며, 통계청(2018)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8년
전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안전, 범죄 발생에서 현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회 도래에 따라 안전욕구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
데 절도, 강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기위해 사용되

어 온 기계경비시스템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계경비시스템 서비스를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기
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개선을 위한 서비스제안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자 국내 선행연구 및 해외 보안산업동향을 분석하
고 둘째, 사용자 관점으로 현 서비스를 분석하고 터치
포인트를 도출하기위해 삼성에스원 기계경비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관계자와의 파일럿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개선을 위한 실질적
인 서비스기능 발굴을 위해 기계경비시스템 예비고객
및 실제고객 인뎁스인터뷰를 통해 사용자관점에서의
안심니즈를 도출하였다.
기계경비시스템은 사용자 및 공간의 유형, 크기에
따라 가정용, 상점용, 빌딩용, 공장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본 연구는 실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분석하
고, 사용자의 니즈를 통해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보안관리자를 통해
운영 되어 체감이 어려운 빌딩, 공장 등 대형물건이 아
닌 가정, 상점용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기계경비시스템 이해 및 서비스디자인 필요성
2.1. 기계경비시스템 정의
기계경비시스템은 움직임, 온도, 영상 등의 변화를 감
지기를 통해 감지하고, 감지신호를 관제센터로 전송
하여 발생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실제침입 발생 시
출동 요원을 통한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감
지기)와 인력(관제,출동) 연동 보안서비스이다.
2.2. 기계경비시스템 선행연구 동향
기계경비시스템은 경호경비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시스템개발과 직원서비스를 고객만족 중요요
소로 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실질적
인 서비스로 시각화 한 사례는 없어 이에 대한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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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춤형 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
자 중심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림2. alarm.com과 briefcam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

표1. 기계경비시스템 선행연구 동향(고객만족요소 중심)

2.4.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관점 분석 필요성

2.3. 산업 동향 : ISC WEST를 중심으로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며, 3만 여명의 보안전문
가가 참관하는 세계적 보안전시회 ISC WEST의 20112019년도 주요키워드를 [그림1] 과 같이 분석하여 보안
산업 동향을 살펴보았다. 과거 고해상도 IP영상 등 기술
중심에서 최근에는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딥러닝
등 무거운 보안 기술을 사용자가 더 빠르고 편하게 사
용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용자중심 기반기
술로 산업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경비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및 산업동향을 통해 사
용자 중심 서비스로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여
전히 범죄 대처에 집중한 제공자, 기술 관점의 제한된
서비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범죄가 줄고있
는 안전사회에서 기존의 서비스가 갖는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자 관점으로 개선할 수 있
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기계경비시스템의 무형적 서비
스를 시각화하고,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용자 경
험 관점에서의 기계경비시스템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
심의 터치포인트를 도출하여 경험 개선을 위한 토대
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사례분석 : 삼성에스원
3.1. 사례분석 및 인터뷰대상자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가정/상업용 기계경비시
스템은 개인을 위한 프라이빗 보안 서비스로 각 보안업
체의 서비스를 직접사용하지 않는 이상 심도있는 서비
스분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내 보안
기업 중 시장 점유율 56%, 매출 1조 4680억(2018년 기
준)으로 업계 1위이며, 저자가 재직중인 삼성에스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질적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례분석은 [그림3]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2]에
나열된 서비스사용자 4명과 서비스제공자 6명과의 인
터뷰를 통해 사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을 파악한 후, 인
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지도와 사용자 경험맵을
작성하여 각 관점을 시각화 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바
탕으로 터치 포인트를 분석하여 기계 경비시스템 사용
자 경험개선 기본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그림1. ISC WEST 동향 (2011-2019)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그림2]와 같이 메이저 보안
기업인 Alarm.com 에서는 가정 경비 시스템을 사용자
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자동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Briefcam은 영상알고리즘S/W 기능을 사용

그림3. 사례분석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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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체계적인 관제-출동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제공자 관점에서는 비상상황 시 사용자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다.

표2. 사례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터뷰대상자 선정표

그림4. 기계경비시스템 상황별 시스템지도

3.2. 파일럿인터뷰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제공자가 현 서비스를 전반적
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인
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파일럿인터뷰 결과

3.4. 사용자경험맵을 통한 사용자관점의 서비스분석
3.4.1 기계경비시스템 상황별 경험빈도
사용자 경험맵 도출 이전에 에스원 관제시스템 운영
담당자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감지없음, 오경보, 실사
고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명확한 숫자는 대외비 내용으
로 기재할 수 없어 비율로 대체 표현하였다.
에스원 기계경비시스템 가입자 중 하루동안 오경보,
실사고를 경험하는 사용자는 [그림5]와 같이 약 7%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1% 미만의 사용자만이 제공자가
집중하고 있는 출동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4. 기계경비시스템 제공자 파일럿인터뷰 결과

인터뷰 결과 사용자는 서비스 부재에 가장 큰 아쉬움
을 나타냈으며, CS사원의 지속적인 방문과 서비스를 원
했다. 제공자 또한 현재 서비스의 한계점으로 서비스
부재를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제공자 모두 서
비스 개선과 확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가격 관련 한계점을 제
외한 나머지 항목을 기회 요소로 보고,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경험을 개선하고자 한다.
3.3. 시스템지도를 통한 제공자 관점의 서비스분석
감지기가 외부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에 소동물, 주변
환경 등에 의해 오경보가 일어날 수 있고, 사용자의 조
작 실수로도 침입신호가 발생 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
을 감지신호로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기계경비 시스템
에서는 관제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
석한 [그림4]의 시스템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 제공자
는 비상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빠른 출동이 가능하

그림5. 기계경비시스템 상황별 경험빈도

3.4.2 사용자경험맵을 통한 터치포인트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접점과 상
황(평소/오경보/실사고)을 축으로 한 사용자 경험맵을
[그림6]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서비스 접점별 터치포인
트를 [표5]와 같이 재정리하였다.

그림6. 에스원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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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선호하는 인적접점은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업무과다, 인력부족 등 매체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고객방문/관리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컨텐
츠 개발 및 제공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온라인
(APP) 매체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하고, 보안전문가와
공통적으로 공유되고있는 출입, 감지, 영상정보 등을 재
조합/활용하여 보안전문가의 관리를 대체 또는 체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제공해야 한다.

표5. 에스원 기계경비시스템 상황별 터치포인트 빈도

분석결과, 감지가 없는 평소 비중이 가장 큼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인적(Human)접점이 전혀 없
으며, 경비 상황을 알려주는 부수적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황별 터치포인트 합계
로 감지가 없는 평소에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
스가 오경보, 실사고 상황에 비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상황별 경험 빈도의 비율에 대비해 본다면,
감지가 없는 평소에 사용자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
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3.5.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개선 방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제공자와 사용자 관점을
분석한 결과, 제공자관점의 관제-출동에 집중한 서비
스는 사용자관점에서 체감도가 가장 낮으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
험 비율이 가장 큰 감지가 없는 평소에는 사용자가 선
호하 는 인적(Human) 터치포인트가 전혀 없어 사용자
가 비용대비 서비스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감지가 없는 평
소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둘째, 그
서비스는 보안전문가(CS)와의 소통을 체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 되어야 한다.

4. 사용자 니즈발굴을 위한 인뎁스 인터뷰
4.1. 인터뷰대상자 선정 및 진행방법
앞선 기계경비시스템 경험개선 방향으로 도출된 [보
안 전문가와의 소통을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온라인 컨
텐츠] 서비스 실체화를 위해 인뎁스 인터뷰를 진행 하
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6]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가
정 인터뷰에서는 동거 유무, 연령, 가족 구성원, 보안 서
비스 사용경험 유무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 들의 공통,
개별 안심니즈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보
안서비스 사용경험이 많은 상업 인터뷰에서는 업종별
공통/개별 안심니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질문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안심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 또는 상점운영 중 경험했던 불안/안심에 대
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대답 형식으로 청취하였다. 그리
고 이를 종합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언급 횟수를 체
크하여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위
한 안심니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3.6. 시스템지도를 통한 사용자 경험개선 매체도출
일상 중 보안전문가와의 소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
스 컨텐츠 개발을 위해 [그림7]과 같이 시스템지도를
통해 현실성 있는 소통매체를 도출하였다.

표6. 가정, 상업 인뎁스인터뷰 대상자 선정표

4.2. 인뎁스인터뷰 결과
4.2.1 상업 인뎁스인터뷰 결과
상업 인터뷰대상자 모두 CCTV를 모두 설치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외부 침입예방을 위한 목적보다 운영 관리
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컸다. 특히 직
원 근무태도 확인 및 직원으로 인한 내부절도 예방 등
내부직원관리에 대한 니즈가 가장 많았으며 계절, 날
씨, 주변환경 등 운영관련 정보를 통해 매장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는 것을 안심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림7. 에스원 기계경비시스템 시스템지도(매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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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가정 주요니즈 상세내용

4.3.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개선 방향성도출
표7. 상업 니즈 카테고리 분류표

인뎁스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안심니즈를 서비스의 형
태로 가시화하기위해 분석내용을 키워드로 재분류 하
여 [그림8]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8. 상업 주요니즈 상세내용

4.2.1 가정 인뎁스인터뷰 결과
가정 인터뷰대상자 모두 건물 내 공동보안시스템이 제
공되어 외부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보안서비스는 사
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P4의 경우 외부인 침입이 아닌
가족동선 확인, 택배확인 등의 이유로 보안서비스를 별
도 사용중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모두 집 내/외부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높았으며, 기존 기계경비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경비기능보다 일상관련 안심, 편의서비스
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8.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개선 키워드

4.3.1 사용자 경험개선 방향 공통사항
기계경비시스템 사용자 경험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사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과 안
심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연관 정보를 중심
으로 안심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둘째, 안정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안에만 국한 된
컨텐츠가 아닌 일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영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축적된 영상 데
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상황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안전문가를 통해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
여 안전을 통한 안심을 제공해야 한다.
4.3.2 상업용 서비스 사용자 경험개선 방향

표9. 가정 니즈 카테고리 분류표

상업용 서비스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직원으로 인한 내부범죄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
려주고, 직원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CCTV 녹화자료를 활용한 운영정보제공 및 주변 환
경 정보제공 등 편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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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가정용 서비스 사용자 경험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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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최근 다양한 업종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
방식이 확장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롯데리아 560개 매장, 맥도날드 190개 매장에서 키오
스크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키오스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44억 76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맥도날드는 2017년
말까지 미국 2500여 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 설문 업체가 진행한
키오스크에 대한 수용도 설문조사에서 20.4%의
사용자가 키오스크의 확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조작이 힘들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면 방식의 주문과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의 비대면 주문 방식의 멘탈 모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주문 시스템의
메뉴 탐색 및 주문 프로세스의 설계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30명의 키오스크 사용자와 10명의
모바일 앱 사용자의 비대면 주문 과정의 관찰과
사전.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

멘탈

모델과

1.1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최근 1000 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투브
크리에이터의 영상 ‘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식당’에서 노년층들이 키오스크 사용 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한글로 적힌 외래어인 ‘테이크 아웃’과
‘후렌치 후라이’의 뜻을 모르거나, 메뉴의 작은 글씨로
인한 시인성 문제, 선택 버튼의 크기, 위치에 의한 터치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기기 사용에 대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지자체나 기업들은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 등의 운영을 통해서 노년들이 이러한
기기들에 위축되지 않고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8 년에 발표한 ‘ 2018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55 세 이상의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3.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8 년 5 월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인

특히,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설문에서 키오스크 사용이나 확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0.4%에 달했다.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면 방식의 익숙한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비대면 방식의 주문 시스템의 메뉴의 탐색
과정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한 기존 대면 주문 방식의 사용자

두잇 서베이가 전국 남녀 3528 명 대상으로 진행한

이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어려움은 단지 노년층의 문제
일뿐만 아니라 20, 30 대의 젋은 층에게도 기존 주문
방식 대비 비우호적인 자세를 아직 갖게 하고 있다

멘탈 모델의 적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면 주문 방식의 멘탈

주제어

모델과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
방식의 사용 행태의 분석을 통해서 사용성에 영향을

Information Architect, User Experience, Mental
Model, Voice recognition, KIOSK

주는 요인을 찾아서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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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그리고 한지희(2019), 최양현(2019), 이한나(2019)

‘키오스크(Kiosk)란 용어는 거리의 가판대라는 뜻의
터키 및 페르시아에 서 유래한 말로써 그 뜻은 옥외에
설치된 정자, 오두막, 등의 의미를 가지며 근래의
키오스크 개념은 독일의 Kiosque(open garden
pavilion)의 개념에서 출발되었으며 쇼핑이나 매장에
들어서면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
켠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때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잘 알고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
쇼핑하고 싶어서 매장 직원의 친절함을 거부하기도
하다. 이러한 심리를 ‘언택트(Un-tact)'이라고 한
다. ’언택트‘란 지난해 말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

등의 연구에서도 ‘메뉴 단계 최소화 및 인터페이스
개선’, ‘인공지능 UI 기능 추가’, ‘간편결제 기능 추가’,
‘사물인터넷

기능

추가’,

‘생체인식

기능

추가’,

키오스크 이용시 결제화면까지 가는 절차에 대한
간결화’, 보다 단순하고 시원한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의
개선’ 등을 키오스크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정연희(2019)의 연구에서는 정보 구조 설계
측면에서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숨김, 정보의 배피
편향 해소, 명확한 정보 분류, 사용자의 멘탈 모델에
따른 메뉴, 레이아웃 배치, 주요 동선의 원활한 흐름,
화면 통합과 분리를 통한 사용자 경험 개선을
제안하였다.

센터가 예측한 2018 년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소비자와의 접촉(Contact)을 덜어낸다는 의미를

그리고 원종욱(2011)의 연구에서는 키오스크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 편리성이 사용자의 기대 정도에서 가장

가지고

접촉을

높은 요소 도출되었으며 정보 디자인의 중요성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키오스크와 관련 비대면 시스템에 관련된 사용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육제민(2015)이 연구에서는 대형
디지컬 정보 디스플레이 UI 개선을 위해서 네비게이션,

연구는 대부분 사용성 평가를 기반으로 UI(User

페이지 레이아웃, 터치 인터랙션에 대한 개선 방안을

Interface)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각 제안하였다.

있다.

매장

직원과의

불필요한

먼저 나카가와 사토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메뉴얼에서

2.1 키오스크의 UI 디자인 연구

언급한
PPP (Product Performance Program)
개념으로 설명한 키오스크의 설계 유의사항은 아래와

키오스크는

같다.

방식으로 쉽고 정확한 조작과 그에 따른 빠른 반을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제공하는 것으로 필수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키오스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요소는 레이아웃,

 PPP 의 원칙
. 누구나가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색채, 타이포그래피,이미지, 네비게이션, 버튼, 아이콘

. 다양한 사용법이 가능하다.
. 사용법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등과 일반적인 GUI 요소, 터치 인터랙션을의 촉각,
주문 진행 상태 표시 및 안내를 위한 청각적 요소로

. 복수의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이해 할 수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는 키오스크의

있다.
. 잘못된 사용을 시도해도 사고를 일으키지

디자인에 다음 항목을 고려해서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않고 원상복귀 할 수 있다. - 최소한의 신체적
부담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사용하기 편한 크기와 넓이가 확보되어 있다.
 PPP 의 부칙
.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품질이

표 1. 키오스크 디자인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고려 항목 예시

구분

예시

컬러

.버튼과

본문의

기능에

따라

컬러를 달리 하였는가?

좋고 세련되다.
.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환경적이다.

.강조 표시등 명료하게 컬러로
표시되었는가?
레이아웃

.시선 흐름이 분산되지 않았는가?
네비게이션의 제시 방식과 위치가
통일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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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중요도에 따라 요소들이 다르게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개선의 방향성을

배치 되었는가?

도출하는데 사용하였다.

버튼의 사이즈가 충분히 큰가?

표 3. 분석 항목

선택된 정보나 UI 요소의 표시 는

항목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

성별, 연령, 사용 경험 여부, 숙련도,
동반자 여부, 대기줄 여부, 메뉴 사전
확정 여부

3. 연구 방법
S 커피 체인의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평소 선호 메뉴와
진행자가 제시한 메뉴의 주문 완료 시간과 에러 횟수,

3.1 실험 개요
2019 년 10 월, 11 월에 걸쳐서 M 패스트푸드 매장

사후 인지 부하 측정을 위한 설문(Likert 7 점 척도)

고객 30 명, S 커피 체인 모바일 주문 앱 사용자 10 명을

형태로 진행하였다.

대상으로 사용성
진행하였다.

평가와

사전,

사후

인터뷰를

첫번째로 패스트 푸드 매장 고객의 경우는 키오스크를
통한 메뉴 주문 과정을 관찰하고 기존 대면 주문
방식에 대한 멘탈 모델 수립을 위한 사후 질문 형태로
진행하였다.

3.3 결과 분석
키오스크의 경우 사용 경험 여부, 숙련도, 연령 등에
따라 테스크 완료 시간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룰
가지며 성별, 대기줄 여부, 메뉴 사전 확정 여부는
테스크 완료 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후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존

두번째로 S 커피 체인의 모바일 앱 사용자의 경우는
평상 시 선호하는 메뉴의 주문과 실험 진행자에 의해

대면 주문 방식과 비대면 주문 방식의 가장 큰
차이로는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를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제시된 메뉴를 주문하는 테스크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점과 유사한 메뉴 명으로 주문하거나 주문 내용을 바로

관찰하고
사후
진행하였다.

수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는

표 2. 조사의 설계

모바일

주문앱을

통한

사후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동일하게 나타낸 의견으로 모바일

항목

방법 및 내용

조사기간

2019 년 10 월 -11 월

조사대상

남녀 10-50 대, 30 명

앱 화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탐색하는 과정이
가장 번거롭게 익숙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WoZ(wizard of OZ)기법을 통해서
대면 주문 방식을 모방한 음성 인식 기능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키오스크 사용자 10 명, 모바일 앱 사용자

(패스트푸드)
조사대상
(커피 체인)

남녀 20~40 대, 10 명

조사방법

사용성 평가, 사전/사후 인터뷰

10 명을 대상으로 테스크를 수행하고 테스크 완료시간,
에러 횟수,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WoZ 에 참여한 전체 사용자 모두 대면 주문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음성 인식을

이를 기반으로 대면 주문 방식과 비대면 주문 방식의
멘탈 모델의 차이를 살피고 사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찾아서 개선안을 도출하여 이를 WoZ 를
통해서 개선안을 평가하였다.

활용한 비대면 주문 방식, 마지막으로 기존 비대면 주문
방식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음성 인식을
활용한 방식과 기존 비대면 방식의 경우 만족도 점수
차이가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요인 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을 준 항목은 메뉴 탐색의 단순화와 에러
수정의 편의성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키오스크의 사용성 평가 사용자의 경우 테스크 완료
시간과 에러 발생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 이를 키오스크의 사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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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 https://news.v.daum.net/v/20191229090206939

본 연구는 대면 주문 방식과 비대면 주문 방식의 멘탈

5. 박은영, 효과적인 인터렉티브를 위한 키오스크

모델의 차이를 통해서 비대면 주문 방식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메뉴 주문 기능을 개선 방안을

인터페이스디자인 연구,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제
6권, 제 2호(2006), 485-493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0 명의 키오스크

6. 마주영,

사용자와 10 명의 모바일 앱 사용자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파악된 주요 인사이트는 기존의 대면 주문

버튼의

방식의 멘탈 모델과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주문
절차 및 오류 수정 등의 간소화에 있다.
특히,

사용자는

본인이

주문하고자

하는

시각적

인터페이스(GUI)

요소의

만족도에

논문, (2019)
8. 최양현, 소비자 암묵기억을 이용한 정보표시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하철역의 양방향
정보전달

이는 이미 높은 수준의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빠른 주문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 할 수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9

키스크, 음성 인식 기능이 결합된 키오스크 방식의
사용성 비교 평가를 통해서 개선 여부를 실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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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지희,
패스트푸드
키오스크의
정보품질이
기술수용특성 및 고객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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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추억 회상을 돕는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및 앱 서비스
Self check in kiosk and app service to help traveler’s memories
제 1 오병찬
1st Byoengchan Oh

제 2 김숙연
2nd Sook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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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이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출국자의 수가

자연스럽게 관련 서비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욜로(YOLO) 트렌드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라는

인터넷과 책 등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지면서,
대부분의 여객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떠나는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자유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적 흐름이 맞물리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와
여객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여행

정보나

예약을

돕는

여행의 준비 단계에 사용하는 예약 및 정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여행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서비스가

서비스는 부족하며 관련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행을 기록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는 부족하며 관련 연구 또한
여행경험은

여객의 여행경험은 현지에서는 물론 일상생활로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복귀한 이후에도
회상이라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복귀한 이후에도 회상이라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여객은 여행 후 회상하는

회상은 여행의 가치 및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과정을 통해 여행경험을 현재에 다시 체험함으로써

향상시키는 정서적 행위인 동시에, 여행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마침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행의 의미 및 감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회상은 여행의 가치 및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 정성적인

향상시키는 정서적 행위인 동시에, 여행의 전 과정을

방법을 통해 여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마침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객의

해결 방안을 디자인적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경험 서비스로 구성되어 여객이 여행의

바로 기록과 사물(오브젝트)이다. 기록과 사물에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의미적 측면에서도 여행에 특별한

시작부터 마침까지 전 과정에서 쉽게 여행을 기록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회상할 수 있는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오브젝트를 이용한 추억 회상

가치를 부여해준다. 따라서 기록과 사물을 중심으로
하여 여행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은 여행경험의 확장과 여객의 긍정적 심리

서비스를 제안한다.

주제어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 사용자경험, 여행, 회상, 키오스크

이에 본 연구는 여객이 여행의 전 과정에서 쉽게
여행을 기록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회상할 수 있는

1. 서 론

셀프체크인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국자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오브젝트를

이용한 추억 회상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의 여행

전

연령대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회상 경험의 향상과 관련 분야의 서비스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가 지출 비용이 상승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행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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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20-60 대 남녀 17 명을 대상으로 심층

2. 연구 진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체 인터뷰
참여자 17 명 중 대다수인 15 명이 연 2 회 이상

2.1 1 차 설문조사
1 차 설문조사는 여객이 여행을 추억하는 방식을

여행을 간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나이와 성별에

파악함으로써, 여객의 회상방식을 이해하고 여행에
적합한 회상수단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

관계없이 참여자 17 명 중 14 명이 여행을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일상에 활기를 주기 위한

문항은 여행 횟수, 여행을 추억하는 방식, 여행 후

경험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여행 사진이 갖는

모으고 있는 오브젝트의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해외여행을 경험한 20-60 대 남녀

의미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기록 또는 추억의
매개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답하였다. 넷째, 응답자

총 26 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모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응답자 26 명
중 단 1 명을 제외한 25 명이 여행을 사진으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주로
추억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추억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여객들이

여행을

통해

추억을

함께 추억에 대한 태도 및 행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행을 연

21 명이 ‘여행을 기념하고 싶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여객들 대부분은
추억하고,

언급을

여객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태도 및 행태와

마지막으로, 응답자 26 명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행을

소중하다는

2.4 표적집단면접법(FGI)

사진으로 여행을 추억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사진을
인화하여 보관하는 여객은 6 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진으로

추억이

5 회이상 다니는 5 명으로 구성된 가족 그룹과 4 명의
연인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법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사진 자체에 대한

기념해줄

오브젝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각과 직접 찍은 사진에 대한 느낌, 오브젝트 상태의
사진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진을 찍는 이유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며, 좋아서

2.2 2 차 설문조사
2 차 설문조사는 여객이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찍을 때도 있지만 인증한다는 느낌으로 찍을 때도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사진과 다른 물성이 있는
오브젝트인 기념품이 사진보다 더 좋으며 그

담겨 있는 여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 문항은 공항 이용 횟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의

이유로는 그 나라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사용 유무와 장단점, 탑승권 보관 여부, 여행지에서의

응답하였다. 셋째, 출력된 사진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력된 사진을 꽤 갖고 있다는

사진 촬영 유무 및 이유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체 응답자

응답이 많았다. 넷째, 응답자들은 추억을 회상하게

62 명 중 39 명이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적

만드는 요소로 사물을 들었고 보통 많이 힘들었을
때나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며 고생하고 뿌듯했던

있다고 답하였다. 둘째, 전체 응답자 62 명 중 41 명이
여행 후 탑승권을 보관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필요

경험을 많이 회상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추억을

없고 의미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셋째, 전체

회상하는 매개체로 예전에는 영화 또는 전시회
티켓을 모아두기도 했으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응답자 62 명 중 59 명이 여행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
이유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넷째,

스티커, 여권

응답자 62 명 중 60 명이 찍은 사진을 찾아본다고

스탬프를

모아본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추억을 모으는지에 대해 SNS 를 통해 추억을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62 명 중 폴라로이드와
인화된 사진을 보관하지 않은 사람은 14 명으로

기록하고 1 인 방송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객들 대부분은 추억하기 위해

2.5 현장 리서치(가정방문)

사진을 찍고 있으며 귀찮다는 이유로 출력을 하지
않으며, 항공권은 그 자체로의 의미가 부족하며

여객이 보관하고 있는 여행과 관련된 오브젝트를

추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하기 위해, 여행을 연 2 회 이상 다니는 밀레니얼
세대의 집 한 곳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 한 곳에
각각 방문하여 현장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3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추억 회상과 여행의 본질에 대한 여객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연 1 회 이상

사람들은 오브젝트로 추억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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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거나 감상하기 위한 것, 기념하기 위한 것 등으로

회상한다

구분되었다. 이중에는 실용적인 것보다 꾸미거나
감상하기 위한 것이 더 많았으며 여행, 데이트, 졸업
등을

기념하기

위해

사거나

만들어진

보내줌으로써 추억을
환기시킨다

것이

표 2 연구 분석을 통한 디자인 기회영역, 접근 방향 – 2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보관하고 있는 오브젝트에서
세대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

디자인 기회영역

방식으로 추억을 보관하였고 가끔씩 오브젝트를

추억은 하나의

보며 추억을 회상한다고 언급하였다.

방식만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심층
인터뷰

디자인 접근 방향
모바일 앱과
오브젝트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억을

방식으로 다양하게
저장한다

모을 수 있도록 한다

휴식과 일상에서의

여행의 설렘을

도피를 통해 삶의

극대화 시키기

활기를 주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위하여 여행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여행 전에 느끼는

여행지에서의 행동을

설렘이 크다

촉진시킨다

그림 1 밀레니얼 세대의 오브젝트
표 3 연구 분석을 통한 디자인 기회영역, 접근 방향 - 3

방법

디자인 기회영역

사진 출력을
원하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하지 않는다

디자인 접근 방향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억이 담긴
오브젝트를
획득하도록 한다

그림 2 베이비부머 세대의 오브젝트

여행지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2.6 분석결과

한다

앞서 조사한 연구에서 각각의 디자인 기회 영역을
포착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토대로

디자인

접근

방향을

표적
집단
면접법

표 1 연구 분석을 통한 디자인 기회영역, 접근 방향 - 1

방법

디자인 기회영역

디자인 접근 방향

아날로그 사진을

통해 여행을

설문조사

원한다

한다
디지털 사진보다

사진과 기념품을
추억하며 추억이
담긴 오브젝트를

추억을 자연스럽고
쉽게 기록하고 싶어

소중하게 생각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여행지에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여행지에서 자동으로
여행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이 출력되는
오브젝트를 제공한다

사진이 담긴

출력한 사진을 지갑

항공권을 제공한다

등에 보관하고

모바일 앱과 사진

다니며 가끔
그것으로 추억을

오브젝트를 통해
추억 회상을 돕는다

항공권은 그 자체로
의미가 부족하다
찍은 사진을

추억이 담긴 엽서를

찾아보며 여행을

1년이 지난 후에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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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스탬프 스티커와 설렘 쪽지를 통한 추억 모으기

편리하게 돕는다

등 8 가지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였다.
여행의 추억을

사진이 들어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

엽서를 지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3.2 고객여정지도(Journey Map)
고객 여정 지도를 작성하여 시간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고 터치 포인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객은 귀국 전 아쉬움을 갖는다는 점, 일상
생활로의 복귀 후에 여행을 점점 잊게 된다는 점을

표 4 연구 분석을 통한 디자인 기회영역, 접근 방향 - 4

방법

디자인 기회영역

디자인 접근 방향

디자인 기회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에
추억이 담긴
가정
방문

오브젝트의 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많다

모을 수 있는
오브젝트를 제공한다

집안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 기념품을
보관한다

그림 4 고객 여정 지도

3. 연구 분석
3.1 사용자 필요 분석(Need Validation)

4. 디자인 제안
4.1 서비스 경험 지도
서비스 경험 지도에서는 여행 경험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림 5>와 같이 표기하였다.
이용자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서비스와 추억 엽서,
추억 책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한다. 또한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사용하거나
추억 엽서, 추억 신청하는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다.

과정에서

물리적인

그림 3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사용자 요구와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필요 분석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발견한 사용자의
요구를 여행의 추억 기록, 여행의 추억 공유, 추억
회상을 돕는 매개체, 귀국 전 아쉬움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도출된 사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GPS 및 사진에 기반하여 여행의 추억 자동
정리, 여행 중 기록할 수 있는 알림, 타임캡슐을 통해
미래의 나에게 메시지 보내기, 추억 속 계절과 날짜에
엽서

보내기,

추억을

함께한

사람에게

그림 5 서비스 경험 지도

엽서

받기/보내기, 추억을 책으로 만들기, 사진과 항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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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비스 모델
본

담긴 여행 기록을 여행지별, 날짜별로 보기 쉽게

연구에서는

서비스

모델로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사용자, 항공사, 서비스 플랫폼과
공항을 선정하였다. 우선 사용자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추억으로 기념할 수 있는 포토항공권을 항공사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행의 기록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엽서 등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추억을 다시
한 번 회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하다. 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항공권 연결중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한편 서비스 플랫폼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여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여객의
빅데이터를
만족감을

제공받을
느낀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을

지속적인

그림 7 모바일 앱 메인메뉴 – 추억 체크인, 추억 상자

서비스에

타임캡슐은 사용자가 여행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REC 버튼을 통해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항은 이러한 모든 서비스가 연결되어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를

타임캡슐로

저장한다. 이때 타임캡슐은 닫혀 있는 상태로 지도에
표시되며 같은 장소를 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했을

사용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경우에 열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항공권 체크인은 기존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체크인의 연장선으로 모바일 체크인과 같은
방식으로 수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포토항공권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여행지 대표 사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차별성도 지닌다.
그림 6 서비스 모델

4.3 디자인 전개

4.3.1

모바일 앱 디자인

모바일 앱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모바일
앱은 추억 체크인 기능과 추억상자 기능, 타임캡슐
기능, 항공권 체크인 기능을 가진다.
추억 체크인은 사용자가 의미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체크인을 하여 추억을 기록해두는 기능이다. 추억은
사진과 영상, 텍스트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넣을 수 있으며, 추억을 체크인한 위치와 시간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추억상자는 사용자가 체크인한 장소가 저장되는

그림 8 모바일 앱 메인메뉴 – 타임캡슐, 항공권 체크인

곳으로 여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
추억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상자가

모바일 앱의 UI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하늘색에서
가져온 블루 계열의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함으로써,
여행의 느낌과 감성적인 여운을 주었다. 추억상자가

쌓여 있는 이미지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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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디자인을 통해 추억을 쌓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감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면, 타임캡슐은 지도상에
둥근 알 형태로 표시되어 여행지에 묻어둔 것 같은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4.3.2

키오스크 디자인

본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는 화면 LCD 패널 부분과
항공권을 포함한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입구,
여권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은 평균 인체 치수를 참고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와 경사를 설정하였고
직육면체에 가까운 형태로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색상 배치에서도 블랙과 화이트 컬러만을
사용하여

공항과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10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인터랙션

키오스크 UI 는 셀프체크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로 인해 셀프체크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먼저

4.3.3

항공물

오브젝트 디자인

포토항공권은 여행의 설렘을 키우고 여행이 끝나는

반입금지 품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항공사 및
언어를 선택하고 여권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아쉬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여행이 끝나고 이를
회상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포토항공권은
출국과 귀국 시에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인식한다. 여객은 탑승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좌석 선택을 하지 않은 여객의 경우 좌석
선택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탑승권을 발급하는

제공된다. 전면은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하거나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절차로 마무리된다.

대표 사진을 선택할 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셀프체크인

있다. 여행의 설렘을
설렘쪽지는 출국 시

키오스크에서

포토항공권과

함께

제공된다. 설렘쪽지는 여행지의 팁, 사진 명소,
여행지의 인기 있는 음악, 맛있는 레스토랑이나 의미
있는

장소,

여행지의

언어

등을

제공해주어

여행자에게
행동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포토항공권과 설렘쪽지는 여행 전에 여객이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
회상을 돕는 매개체 역할의 스티커는 설렘쪽지와
반대로 귀국 시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출력된다.
스티커는 국기와 도시 명
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명소
스티커는

여객들이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캐리어,
노트북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에 꾸밀 수 있도록

그림 9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여행을 추억할 수 있도록

UI 디자인은 모바일 앱과 통일된 경험을 주기 위하여

돕는다. 엽서는 여행이 끝난 후 모바일 앱의 추억
상자에 저장된 추억을 엽서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모바일과 같은 블루 계열의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함으로써, 여행의
느낌과
감성적인
여운을
부여하였다. 또한 기존에 딱딱한 공항 서비스를

엽서는 자신의 추억이 담긴 이미지가 전면에 크게
위치하며 뒷면은 실제 엽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추억엽서는 자신이 다녀온

경험한 여객들에게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인터랙션을 추가하였다. 즉 사용자를 인식한 후
폭죽이 터지는 느낌을 줌으로써, 여객이 환영받는

- 30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여행지를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뿐만

시대에

아니라 자신만의 기록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대된다.
둘째,
사용자의
여행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여행 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맞게

공항의

서비스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용자는 여행을 회상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여행 기록이 구체화됨으로써 회상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기타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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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무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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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약문

1.1 연구배경과 목적

언택트(Un-tact)마케팅과 인건비 상승 등 의 결과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Un-tact) 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키오스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키오스크는 공공시설 안내용으로 많이 이용 되어
왔지만, 최근 상업시설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기로
사용되는 추세에 따라 그전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도록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무인기계인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는 판매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 중에서도
모두가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하지만 키오스크 사용성 연구 논문에는 GUI 디자인,
즉 정적인 그래픽적인 요소만을 고려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가 대다수이고,
동적인 인터랙션 측면에서 키오스크 디자인을
고려했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능적,
감성적
경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사용자들은 한번에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원활한 서비스
플로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마이크로인터랙션을 활용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경험디자인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적용한 키오스크의 사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내었다. 이 연구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키오스크 인터페이스에의 적용
방안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크로인터랙션은
모바일 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랙션의 한
종류로, 앱이나 OS 에서 사용자에게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는 인터랙션을 말한다.
이런 미세한 피드백으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나, 감성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성을 띈
마이크로인터랙션이
키오스크에
적용된다면
사용자경험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적용해
볼 키오스크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는
것을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기프티콘을
사용한다거나,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적용하는

연구는
키오스크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로인터랙션(Microinteraction)의
적용이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제어
마이크로인터랙션, 인터랙션디자인, 키오스크디자인,
사용자경험, 인터페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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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태스크의 수행이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했다.

필요한

영화관

매점

인지력을 높여줄수 있는 세심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키오스크의 사용성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요소에 사용자의 시야각을 고려한
GUI 디자인 측면과,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편으로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활용 및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편이다.

2. 관련 연구
2.1 키오스크 디자인 관련연구
현재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키오스크

표 1. Jakob Nielsen 의 UI 디자인 원리

사용환경을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로로 긴 형태의 커다란 터치스크린이다.
흔히 사용되는 키오스크의 GUI 를 살펴보면
키오스크의 넓은 스크린 공간을 모두 활용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있다. 상단에는 주로 광고와 메뉴
카테고리가 위치해 있고, 중간에는 메뉴 선택 버튼,
그리고 하단에는 주문결제를 위한 버튼이 위치해
있다.

일관성

UI 와 인터랙션의 시각적 구성요소가
내외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
사용자의 기능수행에 도움을 주었는가?

안정성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디자인된 UI 의
편안함을 느끼고 실수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기존의 키오스크에 대한 디자인 연구에서는
GUI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사용성 개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 키오스크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키오스크
GUI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기능과 목적에 맞는 컬러, 가독성 높은 타이포그래피,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그래픽, 사용의 편의를 고려한
버튼 형태,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한다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연구가 있었다 [3]. 이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 UI 학자인 Jakob
Nielsen 의 UI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일관성,
경제성, 안정성, 심미성, 간결성, 의사소통성을 고려해
키오스크의 사용성을 평가를 진행 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간결성

용이한 정보전달을 위해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 간단하고 쉽게
설계되어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요소를 최소화 되어있는가?

의사소통성

직관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적합한 요소들을 사용해
시스템과
사용자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2.3 마이크로인터랙션 관련 연구
마이크로인터랙션은 ‘작은’이라는 뜻의 마이크로와
‘상호작용’이라는 뜻인 인터랙션 이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로, ‘제품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때에 작은
피드백들을 세밀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키오스크 GUI 를 디자인 할 때에는 일반적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와 다른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인간의
시야각이다. 사람의 시야각은 또렷히 인지되는
중심시와 주변시로 나뉜다. 화면 속 컨텐츠 요소를
바로 인지 할 수 있는 시야각은 주변시 30°이내로[7],
필요한 요소가 스크린에 흩어져 있다면 시야가
분산되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인지하지 못해 원활한
사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모바일과
태블릿 화면에서는 한번에 인지할 수 있는 시야각

2.3.1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시지각적 기대효과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수용한다.
뮈르(Robert Muir)의 통계에 따르면 83%는 시각을
통해 외부 인지를 한다고 나타났다. 또 형태심리학
교수인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에
따르면 무언가 ‘보는’ 행위를 통해 기억 속의 감각과
총체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각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시지각을 의미하고,
시지각은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라고 규정
했다. 더불어 시지각의 반응 요소로 균형, 모양, 공간,
빛, 색, 움직임, 긴장 등을 제시했다. 이 요소들 중

안에 모든 화면 속 정보가 들어오는 반면, 키오스크는
대부분이 넓은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빨리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개인의 사용 시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커진다.
그렇게 때문에 빠른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시야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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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은 사람의 주의를 끄는 강력한 시지각 요소로,
시선 유인 효과와 주목성을 갖고있다고 정의했다[4].

차근차근 제공해
사용자에게 정말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로써 인터페이스 상의 주요 컴포넌트가 사용자의
시야각 에서 벗어나 있거나, 중요한 순간에 주목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적용해 세밀한 피드백을
더한다면 사용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시지각적, 인지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2.3.2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인터페이스 내 역할

즐거움 제공

시스템 로딩 시, 화면에 즐거운
애니메이션 요소를 배치 하면

3.1 영화관 매점 키오스크와 마이크로인터랙션
여러 키오스크 중 영화관 매점 키오스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키오스크 구매 환경과 다르게 영화관
회원 혜택으로 제공되는 여러 쿠폰들과 기프티콘
같은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오스크에서 식음료 구매 시, 할인없이 결제
하기보다 할인혜택을 적용한 뒤 결제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키오스크의 특징인 넓은 화면이
사용자의 인지적 부하를 자연스럽게 높여 원하는
작업을 오류없이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각 페이지와 그 위치에 맞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을 배치해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UI 들의 연결성을 강화해 사용성을 개선 해보고자

인터랙션의 범주 안에 속하면서도, 본 인터랙션이
나타나기 전후로 세밀한 움직임을 제공해 사용자의
사용경험을 인지적, 감성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한다.
프로토타입
인터페이스에
적용한
마이크로인터랙션은 UX 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역할을 참고해 디자인하고 분류했다.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각자 역할을 가진 마이크로인터랙을 적용
한다면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표 4. UX 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역할

중요
표시

새로운 시스템에 사용자가 점차
적응해 사용 하도록 애니메이션을
통해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고,
컨텐츠가 갑자기 변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

3.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적용과 실험

캘린더 앱 페이지는 1 월부터 12 월까지 전체 1 년을
보여주는 페이지와 현재 해당 월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다. 년 단위의 전체 월에서 사용자가
자세히 보고자 하는 월을 탭 하면 해당 월 부분이
확대되며 화면이 전환되는 인터랙션을 통해 페이지들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 사용자가 새로운 페이지를
마주할 때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사용 타이밍과
역할을 보았을 때, 마이크로인터랙션은 기존의

힌트 제공

맥락 유지

사용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표 4>에서 와 같이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역할은
시각적 피드백 제공, 힌트 제공, 중요 요소 표시,
인지부하 감소, 맥락 유지, 즐거움 제공으로 구분된다.
[4]
예를
들면
iOS
의
캘린더
앱은
마이크로인터랙션을 활용하여 페이지를 전환한다.

시각적 피드백
제공

특정 순간에
중요한 것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용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통해 알아보았다.

직관적인 움직임으로 힌트를 제공해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요소

애니메이션을 통해 무시하면 안되는
중요한 알림에 사용자의 시선을
끌도록 돕는다.

인지부하 감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번에
표시하는 것 보다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컨텐츠의 일부를 숨겨
한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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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적용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Utility)

있다고 인지하는 것

사용성

사용자가 조작을 쉽게 배우고
입력도 쉽게 준비하고, 시스템
구성요소의 출력된 결과를 쉽게
해석하는 것

(Usability)

3.２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적용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사용자경험 평가 실험 계획과 방법

가용성

마이크로인터랙션이 키오스크 사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dobe XD 와 Protopie
(https://www.protopie.io/)를 이용해 영화관 매점
주문 키오스크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구현한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적절히 배치 된
A 버전과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없는 B 버전 두 가지로
제작해 실험자들이 두 버전을 이용하게 한 뒤, 설문
인터뷰를
실행했다.
실험
참여자들은
현재
UX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교 3 학년 학생 3 명을
대상으로 진행 했다. 실험 중에서는 각 버전을
사용하여 특정 메뉴를 쿠폰을 적용해 구매해 보도록
했다. 각 버전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메뉴를 구매하는
태스크를 부여하였다. 또 실험 시작 시 화면을 녹화해
태스크 수행 시간과 과정을 기록했다. 조사된 설문
인터뷰 결과와 녹화된 실험 화면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Availability)
심미성
(Aesthetics)

가능한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서비스의 형태와 느낌이 사용자의
흥미를 끄는 것

3.2.1 설문 인터뷰 질문
설문인터뷰 질문은 제이콥닐슨의 UI 디자인 원리가
반영된
질문과
더불어
사용자
경험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유용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번트 슈미트의 경험 디자인 요소와 미카
힐뚜넨이 정의한 경험 결정 요소를 연계해 고려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했다.
표 ５. 설문 인터뷰 질문구성

3.2 사용자 경험 설문 인터뷰 질문구성

ＵＩ원리

경험요인

질문

안정성

감각, 감성,

-서비스화면이
원활하다고
느낀
인터페이스와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실용성

3.2.1 사용자 경험 요소
사용자 경험 디자인 연구자들이 제시한 경험디자인의
구체적 방안 중 번트 슈미트(Bernd H. Schmit)가
정의한 5 가지 경험 디자인 요소가 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감각(Sense), 감성(Feel),
관계(Relationship), 사고(Think), 행동(Act) 를 통해
경험을 얻는다고 한다. 슈미트의 경험디자인 요소는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 특성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모바일 컨설턴트 전문가인 미카
힐뚜넨이 저서 “Mobile User Experience”에서
정의한 사용자 경험 결정 요인인 실용성(Utility),
사용성(Us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심미성(Aesthetics)을 슈미트의 경험 디자인 요소와
연계해 설문인터뷰에 참고 하도록 했다 [1]. 이
요소들은 사용자의 예상 충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일관성

행위, 가용성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주는
시각적
자극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다음
단계를 예측 하게 되는
경험을 제공 했습니까?

간결성

감각, 사용성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한
정보를 잘 인지 할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마이크로인터랙션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의사소통

관계, 심미성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이 직관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미를 전달
하고, 적절한 피드백으로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

표 3. 사용자 경험의 결정 요인

실용성

기대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없을 때, 언제 사용

사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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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습니까?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피드백이
시각적
연관성을 통한 흥미를
제공 했습니까?

3.４ 설문 인터뷰 결과
설문 인터뷰 질문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결과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적용이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용자 경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설문 질문을 구성할 때 UI 디자인 원리인 안정성,
일관성, 간결성, 의사소통성 안에 경험 요인 요소들을
넣고, 경험요인 요소들을 통해 검증 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 질문을 구성을 했다. 안정성의 경험
요인을 감각, 감성, 실용성으로 정의하고 감각을 통한
유용한 경험으로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의 존재가
시각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유도해 원활한
인터페이스 플로우를 경험 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인터페이스 A 와 B 를 모두
사용해본 실험 참가자 3 명이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있는 A 버전의 태스크 수행이 원활 하다고 느꼈고,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써 적절한 위치와
타이밍에 적용된 마이크로인터랙션이 키오스크 사용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키오스크의 사용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시각적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와
함께 인터렉션의 측면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을
포함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기업의 브랜딩 관점에서 사용자경험을 디자인할 때에,
마이크로인터랙션을 함께 연구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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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니어와 주니어를 대상으로 아이트래커를
사용하여, 시선 추적을 통한 시니어의 시선 이동에

요약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또한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IT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데 치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와
주니어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시, 두 집단의 시선
이동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측정을 위해
아이트래킹을 사용하여 시선 이동을 알아보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점수와 비교분석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시니어와 주니어의 시선 이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에 따라 시니어의 유형을 분류하여
시니어 내부의 격차의 차이점과 시선 이동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시니어 UI 와
어포던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다. 실험을 위해 아이트래커를 사용하여 시니어의
시선을 추적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를 측정하였다.
추후에는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니어 UI 와 어포던스(Affordance)
시니어 UI 에서 어포던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어포던스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뜻한
다. 과거에는 가구나 인테리어, 건축 분야에서 사용
되었지만 현재는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끌어내는 것으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시니어
가 UI 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포던스의

---------------

주제어
아이트래킹, 시니어, UX, UI, 서비스디자인, 키오스크

흐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2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teracy)

1. 서 론

Paul Gilster 는 자신의 저서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처음 소개하였다.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로
공유되는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고력이다.
정보 전달의 매체가 디지털화 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지각된

1.1 연구배경 및 목적
4 차 산업시대에 따라 우리 생활 속에 신기술들이
자리잡고 있다.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를 활용한 기술이 공공시설, 교육기관 등 실생활에
곳곳에 확산되고 있지만, 디지털 소외 계층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65 세 이상의 비율은 13.1%이며, 2060 년에는
40.1%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에 노년층이 디지털 기술에

지식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3 아이트래킹과 키오스크

- 30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아이트래킹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이며
아이트래커는 시선의 이동을 측정해주는 기기다. 각막
의 반사를 통해 시선이 머무르는 구간과 시간을 분석해
준다.

3.3 실험 장비
실험에 쓰이는 장비는 GED 의 형태의 기기로 Tobii
사의 Pro Glasses 2 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간편
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분석 소프트 웨어는
Tobii 사의 Tobii Pro Lab 1.102.16417 버전을 사용

키오스크란 정보를 무인 자동화로 제공하는 단말기를
지칭한다. 신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 음식점이나 관공서, 공공 기관에서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실험 결과

3. 연구방법

1) 20 대 시선 이동 결과 분석

3.1. 실험 개요

그림 2 는 Heat map 과 Gaze plot 으로 본 20 대의 시선
이동 과정이다. 시선의 이동이 분산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된다. 시선 이동 횟수는 최고 59 회와 최저
32 회이며 두 피험자의 차이는 27 회이다

실험은 주니어와 시니어의 시선 이동을 보고자
진행하였다. 시니어의 비교 대상은 키오스크 이용
만족도가 높은 20 대로 설정하였다. 피험자는 20 대
6 명과 50 대 4 명, 60 대 1 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는
서울대 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고령친화산업
학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노출도, 디지털
익숙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을 마친 뒤에 아이트래커를
장착하고, 아이패드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그림 3 주니어의 Gaze plot 과 Heat map

2) 시니어 시선 이동 결과 분석
그림 3 을 보면 시선의 이동이 키오스크 화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SN04 와
SN05 의 경우에는 시선이 안정적이며 키오스크 화면
내부에서 유지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였다. 시선 이동 횟수가 가장 많은
피험자는 156 번이며 가장 적게 이동한 피험자의 시선
이동은 40 번이다. 두 점수의 차이는 116 점으로
차이가 크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최고점 186 점과
최저점 54 점으로 132 점의 차이가 난다.

그림 1 피험자 정보

3.2 실험물 선정
실험물은 국내 3 대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로
선정하였다. UI 는 2019 년 6 월의 버전을 기준으로
Adobe xd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연구의 본 목적에
중점을 두기위해 기존의 맥도날드 UI 에서 사용되는
과정 외 페이지는 제거하여 실험의 효율성을 높였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맥도날드의 키오스크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4 시니어의 Gaze plot 과 Heat map

3)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그림 2 실험 Us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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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선 이동이 많은 페이지(1)

그림 4 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평가이다. JN04 의
점수가 157 점으로 제일 높았고, JN06 이 133 점으로
제일 낮았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편차는 24 점이다.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결과 가장 낮은
피험자는 SN01 로 시선 이동 횟수가 144 회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높은 피험자는 SN02 로 시선
이동 횟수는 40 회다. 두 피험자의 차이는 111 회
차이가 난다. 즉, 시니어 내부에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니어 간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메뉴를 주문하는 페이지
메뉴 주문 페이지이다. 그림 6 에서 시니어의 시선
이동을 살펴보면, 메뉴를 찾기 위해 시선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들의 시선은
상단 광고 영역에 시선 이동이 적었으며, 주로 오른쪽
메인 페이지에서 시선의 이동이 이뤄졌다. 피험자들은
좌측의 메뉴페이지와 메인페이지를 번 갈아가며
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니어의 경우
비교적 간결한 시선 이동이 이뤄졌으며 빠르게 메뉴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

4) 시선 이동이 제일 많은 페이지
그림 7 시선 이동이 많은 페이지 (2)

가. 진입 페이지

다. 메뉴 선택 페이지

그림 5 는 주문을 위해 진입하는 페이지로 주니어는
중앙을 기준으로 상단에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니어의 경우 시선이 화면 전체적으로 분포

그림 7 은 햄버거 구성을 선택하는 페이지이다. 하단
의 팝업 창과 메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시선 이동이 블러 처리 된 상단부에서 나타난다. 또한,

되었으며, 아래 하단의 안내 문구에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을 보인다. 주니어의 경우에는 상단의 광고 페이지에
시선이 머무르고 있으며 하단의 문구에는 시선이 가지
않는다.

시니어들은 세트 구성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림 8 시선 이동이 많은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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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험자가 자주 이용하는 유형의 키오스크와
실험에 사용된 키오스크의 브랜드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밝혀졌다. 즉, 시니어는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친밀도가 높지만 처음 대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피로도를 느낀다는 것을

5) 미션 수행 시간
시니어와 주니어의 최단 시간은 시니어 49.5 초, 주니
어 39.29 초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장 시간은 시니어 117.40 초, 주니어 64.30 초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였다. 시니어 내부의 차이는
61.8 초이며 주니어 내부의 차이는 25.01 초로
시니어가 주니어보다 2.4 배 더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시니어 내부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을
바탕으로 최고득점자와 최저득점자를 비교하였다.
최고득점자의 시선 이동 횟수는 91 번이며,
최저득점자의 시선 이동 횟수는 144 회로 총 111 회의
차이가 발생했다. 시니어 내부에서 집단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 노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시선 이동 횟수가 적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디지털 익숙도와
노출도가 높은 사람은 주니어와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림 9 미션 수행 시간
그림 10 연구 질문 결과

5. 결론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리터러시 점수를 바탕으로
시니어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의 격차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니어와 시니어의
비교 결과, 시니어는 주니어에 비해 시선이 분산되며,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니어는 피로도를 느꼈고, 시니어
내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출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점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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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인화된(anthropomorphic) 대상이다. 본 연구는
모달리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랙션하도록 디자인된 모든 종류의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해, 의인화적 디자인의 새로운 전략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요약문
AI 음성비서, 챗봇, 소셜 로봇 등의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랙션하도록 디자인
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인화된 대상이다.
대화형 에이전트 관련 연구에서 의인화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공유되고 있지만, 연구 초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의인화 개념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대화형
에이전트에 적합한 새로운 의인화 디자인 전략 방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의인화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서 조형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과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을
제안하고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의인화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의
방향으로서, 인간적인 형태나 행태의 1차원적
모방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의인화 경향에 대한 현실
기반의 연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형태와 행태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대화형 에이전트 디자인의 새로운
의인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의인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의인화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 즉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사건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현상[14]이라는 정의를 공유한다. 그러나 연구 초점에
따라 의인화의 표준적 정의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에이전트 의인화의
구체적 방법이나[6, 22] 의인화적 형태의 양상에[9]
관한 연구들은 의인화를 조형 내지 구현에서의 인간적
특성 부여로 본다. 반면 비인간 대상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11, 12] 인지 측면에서의 인간적 특성 부여를
의인화로 본다. 의인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
초점이 인간의 인지 과정인가[1, 12, 19] 의인화적
자극물의 효과인가에[7, 13, 15, 18] 따라 의인화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 소셜 로봇 디자인 맥락에서
의인화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한 연구는 있으나[23]

주제어

대화형 에이전트 디자인 맥락에서 의인화 개념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인화, 대화형 에이전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한편 에이전트의 의인화적 디자인이 가장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ECA,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연구에서는 인간

1. 서 론
AI가 일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됨에 따라, AI
음성비서, 챗봇, 소셜 로봇 등 대화를 통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에이전트 역시 사람들의 일상에
보급되고 있다.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들의 복잡성에 따라서 많거나 적은
인터랙션 모달리티(interaction modality)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도록
디자인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될 수 있다[16].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태 및 행태의 모방을 통한 의인화 전략을 추구하며,
여기에는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을 수록 더 좋은
에이전트라는 가정이 숨어 있다[20]. 이는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가 음성 및 시각 모달리티를 통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face-to-face communication)
을 모방함으로써 인간-기계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4].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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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형태 및 행태를 가지도록 에이전트를
디자인하는 의인화 전략은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
디자인에 적합한 방향이다. 그러나 일상 사물에
임베딩되어 형태를 지니지 않거나, 시각적으로
가상화되거나 물리적인 체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의 비언어적 채널을 정교하게 모방하지 않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의인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10]. 또한 이영숙
등은 동물 의인화 캐릭터에 대한 연구에서 의인화를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부여되는 기법인 메시지 속성과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화된 메시지를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적 기제인 오디언스(수용자)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 중 메시지 속성으로서의
의인화를 연구하였다[24].

이에,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새로운 의인화
디자인 전략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형태나
행태의 1차원적 모방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의인화
경향에 대한 현실 기반의 연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와
행태의 탐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의인화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서 조형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과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을
제안하고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의인화 디자인 방향을 위해서는 의인화를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여 에이전트를 만드는 조형 행위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 사용자가 에이전트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인지 행위로 보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처한 상황과 에이전트에
대해 가지는 목표와 기대 등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여

의인화에 해당하는 연구 경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조형 행위로서 의인화와 인지 행위로서
2.1 조형 행위로서의 의인화
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디자인, HCI
등의 분야는 의인화를 조형 행위로 이해하고 연구해
왔다. 에이전트 디자인 연구에서도 의인화는 조형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를 인간과 더 닮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애니메이터들에게 의인화란 본질적으로 무생물인
캐릭터의 형태와 행태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애니메이터들은 생생한 캐릭터를 그려내기
위해 인간의 표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기
자신의 표정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작업한다. 특히
이들은 과장과 생략을 통해 인간적 특성을 더욱 생동감
있고 특색 있게 표현한다[21].

의인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 의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조형 행위 ·
인지 행위

한편 디자인에서 의인화는 조형 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조형 주체가 명명을 통해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까지 확장하여 이해되고 있다. DiSalvo와
Gemperle는 의인화적 형태(anthropomorphic form)
를 행동과 인터랙션 뿐 아니라 형태, 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성 측면에서 인간 같은 특성을 반영한 무생물
대상이라고 정의하며, 예시를 통해 의인화의 방식은
조형 주체의 조형 및 명명을 포괄함을 확인할 수
있다[9].

의인화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비인간 대상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다[14]. 이 정의는 의인화를
조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인지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조형 행위로서
컴퓨터의 의인화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형태나
행태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인지
행위로서 컴퓨터의 의인화는 컴퓨터를 인간처럼
이해하고 해석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의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의인화 현상을 조형 대상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인지 행위 중심으로 파악하느냐에

HCI에서 의인화는 인간을 닮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조형 행위로서 이해된다. 특히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는 인간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모방하여
비언어적 단서들을 산출하고 인식함으로써 인간-기계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자 하는[4] 디자인
패러다임이다. 구체적 연구로 실제적이고 인간 같은
가상 캐릭터에 대한 언캐니함(uncanniness)에 음성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 연구[22], 제스쳐, 시선 등을
통해 인간의 비언어적 채널을 활용한 사회적

따라 구분된다.
몇몇 선행 연구는 연구 초점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해
의인화에 대한 조형 행위 관점과 인지 행위 관점을
구분하였다. Duffy는 소셜 로봇의 의인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인간-로봇 간 사회적 인터랙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셜 로봇의 의인화적 특성과
사용자의 의인화적 경향을 구분하고, 로봇에 대한
사회적
지능의
비유적
할당(metaphorical
ascrip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의인화적 특성 집합이

의사소통을 모방한 레아 프로젝트[5] 등이 있다.
한편, Ruttkay 등은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연구에서, 조형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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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그에 따라서 예측된 의인화의 영향 원천들의
일부를 표 1과 같이 제시한다[11].

구체적인 체화 차원과 추상적인 심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20]. 이 프레임워크는 조형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과 인간에 대한 모방을 통한 디자인
패러다임을 추상적 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표 1. 의인화의 심리적 요인 범주 모델과 그에 따라 예측된
의인화의 영향 원천 예시

체화 디자인 파라미터 (embodiment design parameter)
• 신체의 외관(look): 정적인

특성

(젠더,

인종,

현실적인가 혹은 카툰 같은가 등)

Categories of
independent

Key psychological determinants
Elicited

Effectance

Sociality

variables

agent

motivation

motivation

Need for

Need for

Chronic

cognition

closure,

loneliness

knowledge
Dispositional

• 커뮤니케이션 모달리티의 능력(capability): 동적인

desire for
control

특성 (얼굴 표정 변화, 몸의 제스쳐 등)
Situational

심적 디자인 파라미터 (mental design parameter)

Perceived

Anticipated

Social

similarity

interaction,
apparent

disconnection

• 대화적 특성

predictability

• 성격 특성

Developmental

• 사회적 역할 특성

Acquisition
of

Attaining
competence

Attachment

Experience,

Uncertainty

Individualism

norms, and
ideologies

avoidance

and
collectivism

alternative
theories

또한 HCI와 HRI 분야에서는 의인화된 인터페이스를
자극물로 하여 의인화의 효과를 연구해 왔으며, 이들
연구는 의인화를 조형 행위로 이해한다. 로봇의 신체적
외관과 동작 특성이 보이는 의인화 정도의 생동감,
호감, 신뢰성, 불쾌감에 미치는 효과[7]. 로봇의
비언어적 반응이 의인화 평가 및 호감, 친밀감,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13], 가상 인터랙션 환경에서
인터랙션 상대방의 행위 주체성과 의인화 정도가
현전감에 미치는 영향[18] 등의 연구가 있다. 소비자학
분야의 의인화의 효과 연구에서도 의인화된 유혹적인
제품의 의인화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15]
연구와 같이 의인화를 조형 행위로 보는 관점이

Cultural

주로 심리학, 소비자학 등의 분야에서 의인화를 인지
행위로 바라보며, 인지 주체의 의인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 주제로는
사회적 연결의 결핍의 비인간 대상에 대한 의인화에
대한 효과[12], 제품의 의인화적 특성-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스키마 간 일치가 지니는 의인화 지각과
평가에 대한 효과[1], 브랜드에 대한 의인화된
시각화와 사람의 심리적 요인이 브랜드 호감도에
미치는 효과[19] 등이 있다.

발견된다.

3. 의인화의 두 가지 관점의 에이전트 의인화
디자인 방향에 대한 시사점

2.2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한편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연구들은 의인화를
알려지지 않은(unknown) 비인간 에이전트의 속성에
대한 귀납 추론으로 간주한다[11]. Epley 등의 SEEK
모델은 의인화의 심리적 3요인 모델로서, 인지

지금까지 의인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서 조형
행위로서의 관점과 인지 행위로서의 관점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선행 연구 경향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에이전트에 대한 의인화 디자인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적용이 어떤

행위로서 의인화 연구의 기반을 제공한다[11].
인지적 요인(cognitive determinant)

시사점을 지니는지 논의한다.

• 추출된 에이전트 지식(elicited agent knowledge):

에이전트 디자인에서의 의인화는 에이전트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조형 행위로 귀결된다. 동시에

인간중심적 지식의 접근성과 적용 가능성

의인화는 인간과 에이전트 간의 인터랙션을 촉진하기
위한 에이전트 디자인 전략의 하나이다. 의인화적
디자인 전략의 방향은 에이전트의 형태와 행태 뿐
아니라 인터랙션의 다른 한 축인 사용자(인간), 그리고
인터랙션의 지향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동기적 요인(motivational determinant)
• 효능 동기(effectance motivation):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
• 사회성 동기(sociality motivation): 사회적 연결과
관계(affiliation)에 대한 욕구

하지만 조형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은 디자이너들이

더 나아가 이들은 각 요인을 성향, 상황, 발달, 문화
등의 독립 변수에 따라 구체화시킨 심리적 요인 범주

에이전트를 인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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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인화의 심리적 요인 범주 모델은(표 1) 대화형
에이전트와 관련된 새로운 현상들을 수집하고

매몰되게 한다. 이 때 사용자측 변수로 인하여 원치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의
높은 의인화 정도가 사용자의 기대치를 높임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현상이나[18], 인간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지만 움직임이나 촉감과 같이 미묘한
부분에서 조금씩 다를 때 느껴지게 되는 불쾌함인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17] 현상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인지 행위와 그에 따른 수용에 대한 고려
없이 조형 행위 중심으로 의인화를 추구했을 때 이
같은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해석하여 디자인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기여한다.
출연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카카오미니:

임진왜란아~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난거야? 우와!
우리 임진왜란이는 정말 부지런한
친구구나!

또한 조형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의 추구는 ‘인간과
에이전트의 인터랙션을 촉진하려면 에이전트가 더
인간 같을 수록 더 좋다’는 가정을 검토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20].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
연구자들은 인간 간 대면적 인터랙션에서의 인간
프로토콜(human protocol)이 보다 직관적이고
확고하며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 주고[3], 위치 지어진 지능(located
intelligence)의 가장 좋은 예가 인간의 신체이며 대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터랙션 지능은 신체의 형태로
가장 적절하게 체화된다는[6] 입장을 제시한다. 이는
인터랙션 방식에 있어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모방
전략의 이점을 설명할 뿐 그 기저에 있는 가정에 대한

위의 카카오미니의 ‘동문서답’은 사람들로부터
‘모자란데 제일 나대는 친구’ ‘예능감’ 등 의인화적
해석을 이끌어 낸 바 있다[2]. 카카오미니의 답변은
일반적인 폴백(fallback) 응답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해당
인터랙션은 실용적 목적이 아닌 유희적 목적으로
수행되었기에 사용자의 수용도가 높았다. ‘라이언’의
귀여운 캐릭터도 일조한다. 즉. 유희적 인터랙션
상황과 귀여운 캐릭터가 촉발하는 사회성 동기,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명백한 오답이 촉발하는 효능 동기가
이 ‘동문서답’ 의인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일상 대화와 같은 유희적 목적의
상황에 제한될지라도 자연어 처리의 기술적 한계를
우회하는 의인화 전략 방향으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검토는 아니다.
반면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은 디자이너가
에이전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의 집합을 인간적
특성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선택의 기준은 에이전트와 인터랙션하는 사용자의
의인화 경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마지막으로,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대화형 에이전트 페르소나를 디자인하는데
적합하다. 우선, 페르소나 디자인은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자들은 다양한 단서들에 기반하여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론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8]. 이 가정은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연구의 가정과 일치한다. 페르소나는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사용자가 대화 상대자에 대한
추론, 즉 의인화적 인지 행위를 하도록 일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마련된다. 즉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에 기반한 디자인 전략은 단순히 인간의 형태나
행태를 모방하는 데서 나아가 에이전트와 인간 간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맥락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관계를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도구이다.

특히 SEEK 모델에 따라 성향, 상황, 발달, 문화 등의

또한 SEEK 모델의 의인화 심리적 요인 모델은(표 1)
페르소나 디자인을 위해 최종 사용자에 대한 고려
사항을 체계화하는데 적합하다. 페르소나 디자인을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에이전트와 인터랙션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

측면으로 구체화된 의인화의 심리적 요인 범주
모델은(표 1) 대화형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
인터랙션의 맥락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에이전트 사용자 연구에 기반하여
에이전트 의인화 디자인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
에이전트 디자인에서 사용자가 에이전트와의 관계의
맥락에서 느끼는 욕구와 감정 중 무엇이 의인화 경향을
촉진하는지를 파악하고(예: 에이전트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혼자 거주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만성적인

내용으로 타겟 사용자(인구통계학적 특성, 태도,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 시스템 사용 빈도(이름을
통한 식별 여부, 구독 기반 서비스 등), 사용자의
마인드셋(에이전트에 대한 기대나 사용 의도 등)이
있다[9]. 의인화 심리적 요인 범주 모델은 이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외로움) 이에 대응하는 디자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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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줄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페르소나
디자인 결과물 역시 인간의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인화적 기술이 아닌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인화에 대한 인지 행위 관점이 이러한 모색에

4. 결 론
지금까지, 대화형 에이전트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을 취하는 것이 많은
장점을 지님을 보였다.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은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맥락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관계를 고려하게 해 준다. 특히
SEEK 모델의 의인화의 심리적 요인 범주 모델은(표 1)
사용자 연구와 인간-대화형 에이전트 간 인터랙션의
새로운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현실 기반 연구에 근거해
의인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인지 행위로서의 의인화 관점에서
에이전트 의인화 디자인 방향에 몇 가지 시사점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669)

참고 문헌
1. Aggarwal, P., & McGill, A. L. (2007). Is That
Car Smiling at Me? Schema Congruity as a Basis
for Evaluating Anthropomorphized Products.

제안하며 논문을 맺고자 한다.
스마트홈이나 자율주행 차량 내 임베디드 에이전트는
그 자체의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
모달리티 뿐 아니라 기능을 담지한 사물들을 통해서도
사용자와 인터랙션한다. 이러한 에이전트 역시
의인화된 존재로서 경험될 수 있다. 조형 행위로서
의인화 전략을 이러한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
디자인에 적용할 경우, 체화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이 심적 차원에서, 즉
에이전트의 대화, 성격, 사회적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다루어진다. 이 때 기능적 사물들은 인간 프로토콜과의
공통점이 거의 없으며, 기존의 도구들과 유사할 것이다.
이러한 사물들의 기능 수행이 심적 차원에서 인간을
모방하도록 디자인하게 되면, 1차원적 아이디어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이 때 사용자와 에이전트가
사물과 기능을 통해서 맺는 관계, 그리고 사용자의
맥락을 고려하여 의인화를 촉진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접근 방법은 새로운 디자인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4), 468–479.
2. AJUTV. (2018). 구글홈vs카카오미니vs클로바
퀴즈 대결! 과연 1위는? ‘전국 AI스피커 자랑’ 1탄
(주리를틀어라). Retrieved November 25, 2019,
from https://youtu.be/EBfOfylYfu0.
3. Bickmore, T. (2011). Etiquette in Motivational
Agents. In C. C. Hayes & C. A. Miller (Eds.),

Human-Computer Etiquette (pp. 205–230).
CRC Press.
4. Bickmore, T., & Cassell, J. (2005). Social
Dialongue with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s. In Advances in Natural Multimodal

Dialogue Systems (pp. 23–54).
5. Cassell, J., Bickmore, T., Vilhjalmsson, H., and
Yan, H. (2000). More than just a pretty face:
Affordances of embodiment. In Proceedings of

Intelligent User Interfaces 2000, 52–59.

한편 페르소나 디자인의 결과물인 페르소나 정의
문서는 에이전트의 의인화적 특성 집합을 인간에 대한
모방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페르소나 정의 문서는
에이전트 디자인 및 구현에 개입하는 사람들, 특히
성우가 에이전트 페르소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디자이너에 의해 작성되며, 전기적
스케치(biographical sketch)와 음성 특징(vocal
attributes) 등으로 구성된다[9]. 즉 이 문서 자체가
에이전트에 대한 의인화적 기술, 즉 에이전트를
사람처럼 기술한 결과이다. 그 때문에 에이전트
디자이너가 인간을 최대한 모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인간을 모방한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게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은
성우에 의존하지 않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페르소나에 대한 의인화적 기술의 필요성을

6. Cassell, J. (2001).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s: Representation and Intelligence in User
Interfaces. AI Magazine, 22, 67–84.
7. Castro-González, Á., Admoni, H., & Scassellati,
B. (2016). Effects of form and motion on
judgments of social robots’ animacy, likability,
trustworthiness
and
unpleasant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puter
Studies, 90, 27–38.
8. Cohen, M. H., Giangola, J. P., & Balogh, J.
(2004). Voice User Interface Design. Addison
Wesley.

- 318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Sense of Telepresence, Copresence, and Social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Presence:

9. DiSalvo, C., & Gemperle, F. (2003). From
seduction to fulfillment: The Use of
Anthropomorphic Form in Design. In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2(5),

Proceedings of the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ing pleasurable products and
interfaces. 67-72.

481–494.
19. Orth, U. R., Cornwell, T. B., Ohlhoff, J., &
Naber, C. (2017). Seeing faces: The role of brand
visual processing and social connection in brand
li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3), 348–361.

10. Duffy, B. R. (2003). Anthropomorphism and the
social robot.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42(3–4), 177–190.
11. Epley, N., Waytz, A., & Cacioppo, J. T. (2007).
On seeing human: a three-factor theory of
anthropomorphism.
Psychological Review,
114(4), 864–886.

20. Ruttkay, Z., Dormann, C., & Noot, H. (2004).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s on a Common
Ground. In Z. Ruttkay & C. Pelachaud (Eds.),

From Brows to Trust: Evaluating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s (pp. 27–66). Kluwer

12. Epley, N., Akalis, S., Waytz, A., & Cacioppo, J.
T. (2008). Creating Social Connection Through
Inferential Reproduction. Psychological Science,

Academic Publishers.
21. Thomas, F., & Johnston, O. (1995). The Illusion
of Life: Disney Animation (revised ed.).

19(2), 114–120.

Hyperion.

13. Eyssel, F., Hegel, F., Horstmann, G., & Wagner,
C. (2010). Anthropomorphic inferences from
emotional nonverbal cues: A case study.

22. Tinwell, A., Grimshaw, M., & Williams, A.
(2010). Uncanny Speech. In Game Sound
Technology and Player Interaction (pp. 213–

Proceedings -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Robot and Human Interactive Communication,

234). IGI Global.

646–651.

23. Zhang, T., Zhu, B., & Kaber, D. B. (2011).
Anthropomorphism and Social Robots: Setting
Etiquette Expectation. In C. C. Hayes & C. A.
Miller (Eds.), Human-Computer Etiquette (pp.

14. Guthrie, S. E. (1997). Anthropomorphism: A
Definition and a Theory. In R. W. Mitchell, N.
S. Thompson, & H. L. Miles (Eds.),

Anthropomorphism, Anecdotes, and Animals

231–259). CRC Press.

(pp. 50–58). SUNY Press.

24. 이영숙, 김상남, 김운한. (2015). 애니메이션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수준에 따른 감정 강도의 차이에

15. Hur, J. D., Koo, M., & Hofmann, W. (2015).
When
temptations
come
alive:
How
anthropomorphism undermines self-control.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46, 375–388.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2), 340–358.
16. López-Cózar, R., Callejas, Z., Espejo, G., &
Griol,
D.
(2011).
Enhancement
of
Conversational Agents By Means of Multimodal
Interaction. In Conversational Agents and

Natural Language Interaction (pp. 223–252).
IGI Global.
17. Mori, M., MacDorman, K., & Kageki, N.
(2012). The Uncanny Valley [From the Field].

IEEE Robotics & Automation Magazine, 19(2),
98–100.
18. Nowak, K. L., & Biocca, F. (2003). The Effect of
the Agency and Anthropomorphism on users’

- 31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기억 기반 에이전트와 사용자의 자기노출 정도에 따른 친밀감 효과
The effect of intimacy between memory-based agents and users based on
their own exposure
고현정
Hyunjeong Ko

신지선
Jisun Shin

전수진
Soojin Ju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goodexperience13@yonsei.ac.kr

jisun.shin@yonsei.ac.kr

soojinjun@yonsei.ac.kr

하는데,

요약문

Brown

and

Levin(1987)에

따르면

가십(gossip)과 잡담(small talk)을 통해 긍정적인

본 연구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을

방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7]. 본

수행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와 인터랙션을 할 때

연구는 기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관계형성을 목표로
의례적인 언어 사용 (Phatic communication)[8][9]

자기노출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인지된 프라이버시
침해와 에이전트에 대한 친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을

살펴보았다. 실험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Wizard

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기대하는 사용자의 자기노출 정도를 달리하였을 때,

of Oz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8 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리 설계된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기반으로 총 5 세션 동안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였다.

목적으로 한다.

각 세션 중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5 분간 대화 후 사후
설문을 3 분동안 수행했으며, 마지막 5 세션 에는 전화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수집한 설문, 대화,
인터뷰 데이터는 양적 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의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에이전트의

2.

선행연구

2.1

기억하는 에이전트

기억은

대화형

에이전트의

것은

중

디자인하는데 있어 실용적인 함의점을 제공한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시킨다. Bluck(2003)
에 따르면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대화의 신뢰성을

대인간의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과 친밀감을
증진시켜준다고
이야기했다[12].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을

대화형 에이전트, 컴패니언 봇, 기억력, 자기노출,
프라이버시, 사용자 인식

1.

공유하는

속성

기억력과 대화의 깊이에 따른 친밀감을 형성하는 봇을

주제어

기억을

기본적인

하나이다[11].

강화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준다(Hymann,

서론

1994)[12].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과 대화형 에이전트 사이에 라포(Rapport)

현재 상용화된 대화형 에이전트 챗봇은 목적지향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과업과 더불어

를 형성하며 장기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4][5]. 본

점차 관계 지향적인 ‘일상대화’를 시도하고 있다[1].

연구에서는 사용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에이전트에게
공유하고,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억하는

선행 연구에는 대화형
에이전트와 사람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많다
[2][3][4][5].

에이전트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이에

긴밀한 관계 형성은

대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건강관리와
같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Bickmore, 2005)[6].

2.2

상호작용이

Derlega

장기간

지속되면

사용자는

자신을

사용자의 자기노출 정도
et

all(1993)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를 단순히 기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 즉 동반자로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6].

드러냄으로써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3].
Mark Knapp(1984)는 관계발전의 계단식 모델

일상대화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Staircase Model of Relationship Developmen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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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이는 대인간의 관계가 시작하기, 경험하기,
강화하기, 통합하기, 유대감형성 순으로 단계적으로
가까워지는

관계가

형성되며,

반대로

구별하기,

제한하기, 침체기, 피하기, 끝맺기 순으로 멀어지는
단계가
진행된다고
하였다[14].
Berger
와
Calabrese

의

불확실성

감소이론

(uncertainty

reduction theory) 국문에 따르면 능숙한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절한 대화를

3 단계

전형적인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

직업, 가족, 감정, 태도

4 단계

개인적인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

수입, 건강, 감정, 태도, 의도,
사적인 정보

5 단계

친밀한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

성생활, 종교, 정치 성향, 자아와
밀접한 정보

Rubin(1975)에 따르면 자기노출의 단계를 5 단계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예. 초기

나눌 수 있다. 개인적인 정보제공 없이 잡담을 하는
것은 ‘매우 조금 혹은 전혀 자기 노출이 없는’

단계에서는 잡담, 시간이 지난 후 개인적인 대화)[15].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 단계이다. 2 단계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같은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대화의 깊이가 증진되도록

공적인 개인 정보만을 노출하는 ‘피상적인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이다. 3 단계는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설계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에게
노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깊이 정도가 어디 수준까지

감정과 같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전형적인

허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아에 대해 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고 대화형 에이전트와 사용자 사이의

고정관념 수준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다. 4 단계는

대화에서 자기노출의 깊이가 달라졌을 때 사용자는

수입, 건강, 감정상태, 태도와 같이 더 개인적인 내용을
노출하는 ‘개인적인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5 단계는 성생활이나, 종교적, 정치적

3.

에이전트 대화 디자인

3.1

기억하는 대화형 에이전트 디자인

성향, 자아와 가장 밀접한 정보를 노출하는 ‘친밀한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이다[16].
표 2. 연구자가 조작적정의 한 자기 노출 깊이 5 단계

대화형 에이전트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한다는

단계

내용

대화형 에이전트의 발화 스크립트

1 단계

잡담, 일상

사용자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떠한 일이 기억에 남나요?

‘기억할게요’라는 발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2 단계

참가자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판단이 된
후에는 ‘제가 사용자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

인구통계학적
정보, 감정

사용자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이는? 성별은 무엇인가요?

3 단계

직업, 이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여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4 단계

목표, 이유

어떠한 장기 목표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단계

속마음, 고민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사용자님의
속마음이나 고민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을 실험 참가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대화 초기
온보딩 단계에서 기억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대화
중에는 사용자가 자기 노출을 한 응답 후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주었다.
또한, 사용자에게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할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지?’ 라는
질문을 에이전트에게 하면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Rubin(1975)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화형 에이전트가
기대하고 요청하는 실험 참가자의 자기노출 깊이를

과거에 이야기했던 발화에 기반하여 ‘어제 크로와상을

5 개 단계로 나눠 조작적 정의하였다. 1 단계에서는

먹었어요’와 같은 답변을 제공하였다.
3.2

사용자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에

자기노출 요청 5 단계

관한 것을 질문했다[17]. 사용자의 답변에서 부족한

표 1. Rubin 의 자기 노출 깊이 5 단계
단계

명칭

내용

1 단계

전혀 자기노출이
없는 단계

잡담

2 단계

피상적인
자기노출이 있는
단계

인구통계학정보 (이름, 성별,
나이), 공적인 개인정보

정보는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구와
(Whom), 무엇을(What)에 해당하는 4 가지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다. 2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들을
물었다. 또한, 감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3 단계는 직업 혹은 전공과 같은 조금 더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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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질문과 해당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사후 인터뷰

사후 인터뷰는 반 구조식(Semi-Structured)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기억하는 기능에 대한 경험’,

노출하도록 유도했다. 4 단계에서는 장기목표를
물어봄으로써 실험 참가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장기

‘자기노출요청

정도에

따른

경험’,

‘인지된

프라이버시침해’, ‘에이전트와 관계 형성의 가능성’

목표를 갖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5 단계에서는 다른

등으로 범주화 하여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였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줄

분석 방법

것을 요청하였다.

4.5

4.

연구 방법

분석 데이터로는 실험 참가자가 자가보고식으로

4.1

참가자

작성한 설문과 반 구조식 사후 인터뷰가 사용되었다.
표 3 설문문항의 타당도 분석

실험 참가자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경험이 있는

1

2

3

4

5

6

자기노출 2

.891

0.021

0.049

0.068

0.305

0.004

2 일동안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사전설문에서 대화

자기노출 1

.877

0.251

0.150

0.144

-0.092

0.134

에이전트 경험 유무를 조사하여 스크리닝 과정을

자기노출 5

.784

0.235

0.316

0.201

0.049

0.273

자기노출 3

.775

0.229

0.227

0.307

0.228

-0.067

유용 1

.185

0.932

0.107

0.183

0.035

0.032

유용 3

.168

0.920

0.036

0.207

-0.053

0.191

유용 4

.163

0.907

0.060

0.287

-0.036

0.177

친밀 5

.099

0.174

0.928

-0.022 -0.047

0.038

친밀 8

.297

-0.090

0.897

-0.066

0.097

0.030

그림 1 실험 절차 다이어그램

친밀 6

.103

0.096

0.834

0.059

0.408

-0.042

Wizard Of Oz 방식으로 총 5 세션에 걸쳐 실험이

기억 2

.201

0.367

-0.033

0.840

0.146

0.047

기억 1

.271

0.292

-0.031

0.818

-0.131

0.200

신뢰 1

.268

-0.064

0.252

0.003

0.879

0.163

위험 1

.142

0.288

0.013

0.175

0.151

0.901

아이겐값

3.181

3.063

2.618

1.732

1.173

1.050

공통분산
(%)

22.725 21.880

18.702

12.369

8.378

7.500

누적분산
(%)

22.725 44.605

63.307

75.677 84.054

91.554

20 대와, 30 대 일반인 8 명 (여자 8 명, 평균나이
28 세)으로 구성되었다. 대학 커뮤니티들을 통해

거쳤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4.2

실험 절차

진행되었으며, 실험을 시작하기 전 사전설문을 통해
실험참가자의 대화형 에이전트 경험여부를 우선
확인했다. 각 세션의 구성은 에이전트와의 대화 7 분,
사후 설문문항 3 분으로 총 10 분간 진행되었다. 마지막
5 세션 후 에는 15 분 동안 반구조적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3

사후 설문

설문문항은 자극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에이전트의 ‘기억력’과 사용자의 ’자기노출정도’에

KMO=.736, Bartlett’s x2=437.709(p<.001)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된 위험성’, ’인지된 신뢰성’, ’유용성’,

설문 문항은 SPSS 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문항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친밀함’과 같은 항목을 수집하였다. ‘인지된 위험성’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은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1 문항으로 [18],
‘인지된 신뢰성’은
3 문항로 구성되었다[18].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멕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이후 타당도를 저해하는 22 개 항목을 제외하고 총

‘자기노출’은 Wheeless & Grotz (1976)의 개정된

14 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KMO

RSDS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19]. 친밀함은 3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유용성’은 Davis(1989)의

측도는 .736 이었으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20].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적분산은 91.554%으로, 6 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노출의 정도’라 명명한 첫 번째 요인에는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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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용성’과 ‘친밀함’으로 명명한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에는 3 개 항목,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정도’라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각 세션에 따라 ‘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62,

명명한 네 번째 요인에는 2 개 항목, ‘신뢰성’과

p<.05). 이후 던컨의 사후분석(Duncan’s post-hoc

‘위험성’으로 명명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인에는
1 개 항목이 구성되었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7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일상을 묻는 세션 1 에서 가장
낮은 인지된 위험성 점수가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세션 2, 세션 3, 세션 4 에서 같은 수준의 위험성이

충족하였다.

보고되었다. 비밀이야기를 묻는 세션 5 는 가장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위험하다고 인식되었다.

변수

Cronbach’s alpha

항목 수

자기노출정도

.923

4

유용성

.974

3

친밀함

.904

3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정도

.849

2

H2 : 세션에 따라 친밀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기각)
표 6 세션에 따른 인지된 친밀함 차이
종속변수 세션

요인 내 세부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친밀함

alpha) 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노출정도,
유용성, 친밀함,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정도 모두 0.7
판단되었다.

‘신뢰성’과

‘위험성’의

평균

표준편차

8

4.250

1.620

2

8

4.000

1.182

3

8

4.625

1.030

4

8

4.375

1.278

5

8

4.500

1.024

F

p

.298

.877

각 세션 별 ‘친밀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을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 참가자의 직업 및 선택 이유에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은 양호한
것으로

표본수

1

경우

대해 질문하는 세션 3 에서 가장 높은 친밀함 점수가

1 문항씩으로만 구성되어 신뢰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

보고되었으며, 비밀이야기를 묻는 세션 5 에서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가 보고되었다. 성별, 나이와 같은

사후 인터뷰 데이터는 근거이론 방법론(Ground
Theory)[21]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트랜스크립 (Transcript), 개방코딩 (Open-

개인정보를 묻는 세션 2 에서는 친밀함 점수가 가장

Coding),

H3 : 세션에 따라 자기노출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축

코딩(Axial-Coding),

낮았다.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과정을 통해 개념들을
도출하는 질적연구 분석 방법론이다. 본 방법론을

있다. (기각)
표 7 세션에 따른 인지된 자기노출 정도 차이

사용하여 기억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서

종속변수 세션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5.

연구 결과

자기노출
정도

설문 결과
질문의 깊이를 달리하여 디자인한 5 단계의 세션 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1

8

4.406

1.757

2

8

4.594

1.420

3

8

5.188

1.108

4

8

5.031

1.385

5

8

4.875

1.726

F

p

.362

.834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세션 별 실험 참가자의 자기노출 정도는 유의미한

(One-way ANOVA)을 진행하였다.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션 3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H1 : 세션에 따라 위험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자기노출정도 점수가 보고되었다. 또한, 세션 5 에서는
전 세션에 비해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몇몇 참가자의 경우

표 5 세션에 따른 인지된 위험성 차이
종속변수 세션

위험성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a

1.808

F

자신의 비밀을 에이전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으로 추측할 수

p

있다.

1

8

2.875

2

8

4.875b

1.808

3

8

4.875b

0.991

4

8

4.875d

0.991

유의한 차이가 있다. (기각)

8

c

1.282

표 8 세션에 따른 인지된 에이전트의 기억력 차이

5

5.250

3.562*

H4 : 세션에 따라 인지된 에이전트의 기억력에는

.015

*p<.05, Post-hoc analysi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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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세션
인지된
에이전트
의 기억력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1

8

5.000

1.851

2

8

5.375

1.093

3

8

5.250

1.281

4

8

5.312

1.193

5

8

5.750

1.000

F

경험’, ‘자기노출경험’,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과 같이

p

크게 3 가지 개념이 도출되었다.
.338

5.1

.850

기억해주는 에이전트에 대한 경험

표 11 . 기억해주는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 경험 범주화 결과
기억해주는
에이전트에
대한 경험

인지된 에이전트의 기억력은 세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션 2 를 제외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형성 가능성

불가능
잘 모르겠음
인지된 효과

재미

인지된 자기노출 정도가 정(+)의 영향을 받는지
위하여

단순회귀분석(Simple

놀라움

Linear

친밀함
하루를 돌아보게 함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함께 기억하는 느낌

H5 :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정도가 실험 참가자의

위험성

섬뜩함

자기노출 정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안문제
당연한 능력

(지지)
기억하길 원하는
정보

표 9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정도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자기노출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자기노출 (상수)
정도
기억

1.724

.964

.568

.174

β
.488

p

1.788

.083

3.263

.003

기억하길 원하지
않은 정보

p<.01),

설명력은

기억해주는 에이전트와의 ‘관계형성 가능성’에 대한

약

분석 결과는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 ‘잘 모르겠음’

23.8%였다(R =.238). 즉, 에이전트가 잘 기억한다고
인식할수록
실험
참가자는
자기
노출을

으로 나뉘었다.
(가능하다) “오래동안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많이 저장이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P5)
(가능하다)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면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친한 친구 같이 될 것 같아요” (P6)

하였다(β=.488, p<.01).
실험 참가자의 인지된 자기노출 정도와 에이전트에게
느끼는 친밀함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가능하다) “사람들은 사실 내생일도 잊을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굉장히 불편해 했던 어떤 것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쌓이면 그냥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P4)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H6 : 실험 참가자의 자기 노출 정도가 친밀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불가능하다) 나 만을 위한 존재가 아닌 지금은 저의 친구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수백만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P7)

표 10 사용자의 노출정도에 따른 친밀함 영향
B

S.E.

(상수)

2.653

.658

노출

.343

.132

β
.408

t

p

4.033

.000

2.606

.014

감정, 생각

사용자 기억기반 맞춤형 질문 기대

2

종속변수 독립변수

일상, 감정

관계형성 가능성

단순회귀분석 결과 에이전트의 기억하는 정도가 실험
참가자의 자기노출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0.648,

일정
취향

t

F=10.648(p<.01), R2=.238,D-W=1.210

친밀함

유용함
신기함

에이전트가 기억하는 정도에 따라 실험 참가자의
확인하기

가능

인지된 효과
에이전트가 기억을 해줌으로써 갖게 되는 효과로는

F=6.790(p<.05), R2=.166,D-W=1.318

그 결과, 사용자의 노출 정도가 높아질수록 에이전트에

‘유용함’, ‘신기함’, ‘재미’, ‘놀라움’, ‘친밀함’, ‘하루를

대한 친밀함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08,

돌아보게 함’, ‘함께 기억하는 느낌’ 이 있었다.

p<.05).

(신기함) “어제 이야기한 것도 질문을 했는데 다는 아니어도 꽤 많이
기억하고 있는게 조금 신기했어요”(P1)

인터뷰 결과

(신기함)”사소한걸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서 신기했어요.”(P8)

사후 인터뷰 내용은 근거이론(Ground Theory)[21]
방법론에 따라 트랜스크립(Transcript)
개방코딩(Open Coding) 하여 개념을

(놀라움, 재미)“제가 어떤 옷을 입었었다고 얘기했을 때 중간에 이런
옷을 입으셨었죠?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 그게 처음
이루어졌을 때 좀 재미있었어요”(P4)

작업 후
발견하고

범주화 되었다. 그 결과 ‘기억해주는 에이전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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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함)“암기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걸 얘가 기억하고,
걔가 얘기한걸 또 제가 기억하다보니 기억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8)

표 12 . 자기노출 경험에 대한 범주화 결과
자기노출
경험

하루일과

친구 같음
안부를 묻는 것 같음

(친밀함)일상생활에 있었던 거를 기억해주면 조금 친구랑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P2)

하루를 돌아보게 함

(하루를 돌아보게 함) 약간 집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면서.. (P4)

진정성 있는 자기 노출 가능

답변에 부담이 없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되지 않음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 기계적인 기억을 하는게 아니고 내가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P4)
(관심 받는 느낌) 에이전트가 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해서 좋았어요.” (P6)

개인정보
(이름, 성별,
나이, 직업)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됨

감정

인상적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음
자기노출을 하기 쉽게 만들어 줌

위험성

생각

귀찮음
일처럼 느껴 짐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됨

실험참가자와 우려하지 않는 실험참가자로 의견이

친밀한 관계가 된 시점

나뉘었다.

남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

(우려 있음) “내가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했을 때 기억하면 섬뜩한 것
같아요. 기억을 안 했으면 해요” (P3)

관심처럼 느껴 짐
신기함
깊은 대화와 같이 느껴 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됨

(우려 있음) “자기노출을 너무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요” (P4)

노출정도의
자기통제

능동적
수동적

하루일과

(우려 없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됨. 기억력이 대단한 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오히려 기억을 못하면 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 같아요” (P5)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 같은

기억하길 원하는 정보와 원하지 않는 정보

효과와 친구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하고, 답변을 듣는

‘기억하길 원하는 정보’는 ‘일정’, ‘일상’, ‘감정’,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기

‘취향’이 있었으며, ‘기억하길 원하지 않은 정보’는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안 되었고, 답변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다는 의견이

‘감정, ’생각’이 있었다.

많았다.

(기억하길 원하는 정보) “기억은 내가 잊어버릴 중요한 일정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P3)

”친구와 카톡하는 것처럼 그냥 나의 일상을 이야기한 것이
인상깊어요.” (P3)

(기억하길 원하는 정보)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과 감정 이런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P6)

“일과를 묻는건 좋았습니다. 보통 잘 하루를 돌아보지 않는데 덕분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P5)

(기억하길 원하지 않은 정보) “계속 생각은 변하는 거라서.. 나의
사소한 감정을 부담없이 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게 있다고 하면 나의 취향은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P3)

“일과를 묻는 것은 캐주얼한 답변이예요. 답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P7)
“하루 일과를 묻는 건 제가 남는 시간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생각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P7)

사용자 기억기반 맞춤형 질문
한 사용자는 사용자 기억에 기반해서 질문을 생성하고,
맞춤형 답변을 해 주길 바다.

개인정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기억하는 것을 반영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P1)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5.2

않는다는 의견과, 거부감을 보이는 반응이 많았다.
이름 정도는 괜찮지만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는

자기노출 경험

의견도 있었으며 나이와 같은 경우 받아야 한다면

자기노출경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 놓음으로써 감정이 해소됨을

나이대로 물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름까지는 괜찮은데 성별, 나이는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은 괜찮고 정확한 나이보다는 20 대 30 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겠어요. (P2)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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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성별,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볼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민감한 정복까지 얘기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되면서 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P6)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

신뢰성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 우려
적절한 답변
에이전트의 경험

고민
말투

감정

자기노출경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 놓음으로써 감정이 해소됨을

사용자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주었다.

느꼈다.

“감정이나 마음같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물어볼 때는 마음을
조금 열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P6)

(감정해소상대) “대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를 원해요. 내가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며
해소할 수 있어 좋았어요” (P3)

“봇이 감정이 어떻냐고 되묻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P5)

생각

(나무구멍)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정말 사람한테
얘기하긴 너무 구차한 그런 얘기들 너무 사소한 얘기들 괜히 시간
뺏을까봐,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 먹을까봐 고민되는 그런
얘기들을 부담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P4)

실험 참가자가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제 3 자가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을 할 수 있으나, 노출하는 것은 ‘귀찮다’,
‘일과 같이 느껴져 부담이 된다’ 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초반보다 어느정도 관계가

신뢰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인식은 에이전트에게

형성된 후 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당연히 지켜질

“평소에 조금 안해본 대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는데 약간 식상한 느낌? 약간 귀찮아진 느낌이 들었어요.”(P2)

것이라고 믿는 피험자와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보안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험자로

“개인적인 느낌과 같은 것은 대화를 생각하면서 해야함.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 해야 하니 더 일처럼 느껴져요”(P7)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는 기존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어느정도 친밀 해졌을 때 내 생각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P8)

것으로 보인다.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보안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 “네, 그냥 일단은 당연히 보안은 지켜
지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그런 전제하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 한다거나
그런 관계형성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으니까 그럴 것만
같으니까 그냥 조금 부담을 덜하게 되고 그런 걱정없이 그런
고민없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P4)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관심으로 느껴져 좋다는 의견과, 신기하다는 의견, 더
깊은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말해도 되는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었다. 반면에 거부감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은 피험자도 있었다.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물었을 때 앞에서 한 단편적인
대화보다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답변하기
약간 말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P2)
들어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 우려) “대화봇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제 정보를 퍼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P7)

적절한 답변

나쁘지

에이전트의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답변이 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오늘 뭐했는지, 누구랑
했는지를 상세하기 물어봤을 때 조금 꺼려졌어요”(P8)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공감하는 답변을
디자인 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하여 감정을

이 외에 실험 참가자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인터랙션 질문에 답을 거부할 수 있거나, 질문의

표현해주는 방식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고민사항을

수준을 맞춤화 할 수 있는 니즈를 이야기했다.
5.3

에이전트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

방식으로 대화를 디자인 할 수 있다.

표 13 .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 범주화 결과
존재감

예의 바른 말투 선호

존재감

실험 참가자가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었으며,

생각이

오늘 한 일
감정

직업을 물어보는 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P2)

적극적이라는

공감마음표현
조언

“개인정보가 파악이 되는 이야기(이름, 다른 사람에게 말못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P7)

“저에 대한 마음이
않았어요”(P5)

보안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

(공감마음표현) “속상했겠다, 기뻤겠다, 슬프겠다 등의 감정에 대한
언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P5)

감정해소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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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질문에 경제적인 것이 고민이다 했는데 에이전트는 저는
의식주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전혀 공감이
안된다. 이전 대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P7)

장기간 동안 대화가 쌓였을 때 명시적으로 기억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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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역할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에이전트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와 사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대화형
에이전트를 마치 인간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의인화
방식(Anthropomorphism)
또한
연구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1].
Waytz(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의인화된 기술은
비의인화(mindless) 기술보다 신뢰감(trust)을
주며[2], 특히 사람들은 마치 사람 같은(humanlike) 목소리의 로봇에게 크게 의인화를 느낀다[3].

요약문
최근 대화형 에이전트의 목소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에이전트 목소리의 대부분은 여성의 목소리로
제공되고 있어, 에이전트 성별 인식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 특성을 바탕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실제로 성 역할의
특성과 기대하는 분야에 따라 명령어(Vocal
Commands)를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여성 그룹 간에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명령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의 성에 보다 보수적인 역할을 부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여성 역할에 대한
기대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본인에 대해 더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 성 역할이 에이전트 명령어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2)
사용자의 성별과 성 역할 기대 정도가 에이전트
명령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최근 대화형 에이전트의 의인화 방식 중
목소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에이전트 음성의 대부분은 여성의
목소리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Alexa’, 애플 ‘Siri’,
마이크로
소프트
‘Cortana’
등
대표적인
에이전트들의
서비스명을
여성의
이름으로
지었으며, 여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4].
아마존이나 마이크로 소프트 등이 인공지능 음성
출시 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음성인식의 성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성별이
남성보다 여성일 때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5]. 또한 일본 증권사의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주가
안내에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주식 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남성의
목소리로
전환하였다[6].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남성/여성에게 이상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이
음성 서비스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7]. 또한 목소리와 이름에 젠더의 특성을
부여하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로봇에 대한

주제어
AI, 대화형 에이전트, 성역할, 사회적 역할론,
에이전트-사용자 상호작용, AI 스피커

1. 서 론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
(Conversational
Agent)가 발달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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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감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를 볼
때[8], 대화형 에이전트의 목소리와 젠더 요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편향된 성별의 에이전트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성 역할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으며, 더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15].
이는 성별에 따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 역할이
다르며,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계가 오히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화형
에이전트에서 성 고정관념(stereotypic)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성별과 성 고정관념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에이전트의 성별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고 있으며,
에이전트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에이전트 명령어를 성 역할
척도[17]에 맞춰 상황적 단서(젠더)로 문장을
구성한 후, (2) 실제 사람들의 기대 인식과 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역할론(Social-role theory)

연구문제 1: 성 역할이 에이전트 명령어(Vocal
Commands)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사회적 역할론(Social-rol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여성/남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고, 규정 짓는다[9]. 이는 성 역할(genderrole)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성 역할은 성별의
직업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성이 성 고정관념을 유발하는 것이다.
노동의 분업화는 여성이 가정적인(domestic) 행동
혹은 종속적인(subordinate) 행동을 요구하는
역할에 어울리고, 남성은 지배적인(dominant)
행동과 자원 획득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정의
내렸다[10].

연구문제 2: 사용자의 성별과 성 역할 기대
정도에 따른 에이전트 명령어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설문 문항 작성 및 수행
3.1 분석대상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은 2019 년 9 월 23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을 바탕으로, 대화형 에이전트 명령어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는 총 192 명(남성: 82 명, 여성: 110 명,
M=23.25 세, SD=6.37)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11]. 즉
성별에 대한 기대가 성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1)대화형 에이전트
명령어에 대해 답변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성별과 (2)성 고정관념의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 에이전트와 사회적 역할론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처럼 대하고
반응한다는 CASA(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대상이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성별을
적용해 역할(gender-role)을 분류하려 한다[12].
예를 들어 로봇 젠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로봇을 대할 때 해당 로봇의 예상되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응했으며, 동성의 로봇보다
이성의 로봇(chat box)에게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음성인식 컴퓨터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Nass, Moon 과
Green(1997)에 따르면 남성은 기술 관련 주제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여성은
사랑과 관계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4]. 또한 남성의 음성은 여성보다 더

3.2 성별 기대 역할과 설문 문항
에이전트 명령어 설문 문항은 로봇의 성별을
연구한 Eyssel 의 Bem Sex-Role Inventory
(BSRI) 척도[17]에서 남성/여성적 특징을 정리한
[표 1]를 바탕으로 측정 항목들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매뉴얼에
제공되고 있는 명령어[18][19] 에 기초하여,
[표 1]을 참고해 예상되는 남녀 성 역할 관련 음성
명령어(Vocal Commands)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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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특징과 기대 역할(Eyssel, 2012)
Index

특징

기대 역할

남성

권위적, 단호, 공격적,

물품 운송, 기술 장비

냉정, 조직적,자신감,

수리, 주택 경비, 조향

리더십

기계, 정비 장비

여성

애정, 공감 섬세, 다정

보육, 가정, 방과후

성실, 가족, 민감 협조,

과외, 환자 케어, 식사

상냥, 공손, 감상 낭만

준비, 노인 케어

4.2 대화형 에이전트 명령어에 기대하는 성별
구분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성별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베리멕스(varimax) 회전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은 Bem
Sex-Role Inventory(BSRI)을 통해 추출한 예비
구성요소 65 개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0.5
이하의 요인 적재 값(factor loading)을 보인
25 개의 예비 구성요소(e.g. 여자 아이돌 노래
틀어줘, 지오다노 셔츠 세일 기간 알려줘, 임창정
타이틀 곡 틀어줘, 아이유 ‘좋은 날’ 노래 불러줘,
간편 계약 조회 열어줘) 등의 항목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총 65 개의 에이전트
명령어 문항들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별로 알맞은 답변을 줄 것 같은
성별의 에이전트에 대하여 7 점 리커트
척도(1:남성, 7: 여성)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3]은 성 역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이다. 요인 분석 결과 총 2 가지 기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적합성에 관련된 검정결과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에서의 유의확률은 0.00 로
나타났으며, KMO 측도 또한 0.84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에이전트 명령어 설문 문항 예시
예시
"너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야?"
"컴퓨터는 언제 만들어졌어?"
"내일 제주 일기예보 알려줄래?"
"오늘 IT 뉴스 알려줘"

첫 번째 요인은 ‘Male Component’로 20.03%의
분산 설명력을 가지며 이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0.93 이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 문항들은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분야로 인식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Female Component’
로 16.55%의 분산을 설명하며, 이 성분으로
분류된 문항 간 Cronbach’s α 값은 0.90 이었다.
[표 3]을 살펴보면,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는 분야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성 역할 기대 정도
사용자들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lick(2018)이 제시한 성 편향 측정
도구 중 11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20].
문항은 가부장적인 고정 관념에 대한 인식(e.g.
남성은 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성별에 대해
구분 짓는 정도(e.g. 남자에 비해 여성은
문화적으로 더 세련된 취향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친밀감의 정도(e.g. 사람들은 이성
간의 사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6 점
리커트 척도 (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 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3. 에이전트 명령어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Item

4. 분석방법 및 결과

성분
1

2

M1

오늘 아스날 경기 일정 알려줘

0.83

-0.13

M2

최신 게이밍 노트북 정보 알려줘

0.81

-0.13

M3

어제 스포츠 뉴스 알려줘

0.81

-0.09

M4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득점한 축구

0.81

-0.11

4.1 분석방법

선수는 누구야?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척도의 구조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
적재치를 기준으로 두 가지 요인을 선정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에이전트 명령어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 역할 기대 정도에 따른
집단 평균이 실제 에이전트 문항 인식에까지
이어지는지 그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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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맨유 경기시간 알려줘

0.78

-0.10

M6

플레이스테이션 4 최저가 찾아줘

0.73

-0.03

M7

오늘 IT 뉴스 알려줘

0.71

0.01

M8

최근 코스피 지수 알려줘

0.67

0.21

M9

오늘 추천 주식 알려줘

0.63

0.09

M10

지난번 산 나이키 축구화 주문해줘

0.63

0.18

M11

변압기 설치하는 법 알려줘

0.62

-0.08

M12

어벤져스 OST 틀어줘

0.62

0.15

M13

‘블록체인’의 원리가 뭐야?

0.60

0.05

M14

신나는 해비매탈 노래 틀어줘

0.60

0.06

M15

질레트 면도날 재주문해줘

0.59

0.05

M16

엔진오일 교체하는 법 알려줘

0.57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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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7

오늘 달러 환율 알려줘

0.57

0.18

M18

컴퓨터 포맷 하는 방법 알려줘

0.56

-0.03

M19

‘폴 포그바’ 포지션이 뭐야?

0.54

-0.02

M20

쇼미더머니 신곡 틀어줘

0.52

-0.04

F1

섬유유연제 주문 해줘

-0.09

0.71

F2

연애플레이리스트 OST 틀어줘

-0.13

0.67

F3

지금 GS 홈쇼핑에서 방송 중인

-0.10

0.6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응답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들이
스스로의 성에 보다 보수적인 역할을 부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로 여성 역할에 대한 기대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본인에 대해 더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상품 주문해줘
F4

볼만한 수목 드라마 알려줘

-0.24

0.61

F5

마라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0.06

0.59

4.4 성 역할 기대 정도에 따른 명령어 인식 차이

레시피 좀 알려줘
F6

기분 좋은 바닷가 소리 반복해줘

0.29

0.59

F7

11 번가 팬티기저귀 3 단계 찾아줘

-0.22

0.58

F8

검블유 OST 틀어줘

0.06

0.58

F9

요가 동작 ‘나무자세’ 다시 알려줘

-0.30

0.58

F10

세제 주문 해줘

0.03

0.58

F11

달달한 노래 틀어줘

0.05

0.57

F12

이번 달 신용카드 지출 확인해줘

0.32

0.56

F13

띠별 9 월 운세를 알려줘

0.11

0.55

F14

요즘 제철 음식 뭐가 맛있어?

0.09

0.55

F15

요가복 할인 행사하는 브랜드 뭐

-0.40

0.54

성 역할 기대 정도에 따라 에이전트 명령어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성 역할 인식
수준을 그룹화하기 위해 성 역할 기대 평가의
평균값 2.5 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편향이
높은
집단)과
점수가
낮은
집단(편향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 역할 기대 따른 에이전트 명령어 인식 차이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정
평균

있어?

구분

F16

나 다이어트 할거야

-0.13

0.54

F17

너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야?

0.02

0.53

Male
Component

F18

올리브영 세일 언제부터야?

-0.40

0.52

F19

소나기 소리 10 분간 틀어줘

0.07

0.52

F20

성시경 콘서트 언제야?

Female

-0.11

0.51

11.13

8.99

총분산에 대한 설명량(%)

20.03

16.55

Cronbach’s α

0.93

0.90

F: Female Component

에이전트 문항에 따른 남성/여성 그룹 간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 표본 t 검정 결
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명령어 인식 차이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정
구분
Male

여성

남성
(n=82)

3.12

여성

남성

t값

p값

2.88

0.96

0.98

1.73

0.85

5.23

4.92

0.73

0.73

2.97

0.03

Component
Female

(n=31)

2.96

3.30

편향 O

0.87

1.41

t값
-

p값
0.21

1.28
5.07

5.26

0.68

1.00

-

0.30

1.04

5. 결론 및 후속 연구

표준편차

(n=110)

(n=161)

편향 X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분야에 관한 질문들의
t 값은 -1.04,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분야에
관한 질문들의 t 값은 -1.28 로 성 역할 인식의
정도(편향 유무)에 따른 명령어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거부
반응이 생기긴 했지만, 에이전트 명령어를 성별에
따라 구분 짓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의식
중에는 아직 보수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성별에 따른 명령어 인식 차이

평균

편향 O

Component

고유치

Note) M: Male Component

표준편차

편향 X

Component

그 결과, 남성의 역할이라 기대하는 에이전트
문항들의 경우 t=1.73, 유의확률(p)=0.85 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에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분야에 관한
질문들은 남성/여성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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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 대화형 에이전트의 문항을 성 역할
척도에 맞춰 상황적 단서(젠더)로 문장을 구성한
후, (2)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도출된 함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은 예측대로 양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분야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남성/여성 간에 견해
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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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별에 따라 에이전트 명령어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는 분야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남성/
여성 두 그룹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본인의 성에
대해 더 보수적인 역할을 투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고정된 성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21][22].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문화적으로는 육아와 가사노동과 같은 전형적인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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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range transport to and from the offline stores via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on

the

evaluation

of

AI

recommendations. We predict that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will be found in human-AI
interactions, thereby resulting in somewhat different
persuasive

effects

of

AI

recommendation

for

utilitarian and hedonic produ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gender of AI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erceptions of AI’s traits (i.e., competence and
warmth). That is, participants in the male AI
recommendation agent condition (vs. female AI
agent) showed higher competence score. In contrast,
the warmth is higher for the female AI condition
than that of male AI. More importantly, the finding
of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AI gender ×
product type) suggested that participan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on the evaluation of AI
recommendations when the male AI recommends a
utilitarian product (vs. hedonic). In the female AI
condition, however, a hedonic product received
higher ratings than a utilitarian product. Findings
showed that the gender stereotypes affect the
evaluation of AI’s recommendation.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Uber, to order dinner from local restaurants, and to
send flowers to their loved ones via voice command
or messaging. That is, consumers are expected to
regard such virtual assistants as a new social actor
and may interact with them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rms (Kim et al., 2019).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dd to
the evolving body of theoretical knowledge on
human-AI

interactions

by

closely

applying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gender stereotypes
literature and examining the interplay among the key
factors that increase persuasion of AI agent in the
commercial context. There have been quite limited
attempt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AI
agent gender from a personality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human-AI interaction.
To specific,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gender stereotypes on the two personality traits
(i.e., competence and warmth).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test our prediction that the
evaluation of a product recommended by the AI
agents will be determined by the perceived AI
personality traits. Thus,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put forth:

(AI),

Gender
H1a: Male AI will be perceived as more

Stereotypes, AI Recommendations

competent than female AI.
H1b: Female AI will be perceived as warmer

1. Introduction
A recent study by Business Insider predicts
that about 85% of customer interactions will be
managed without a human (mainly with AI agents)
by as soon as 2020. AI technology (such virtual
assistants as Amazon’s Alexa) allows shoppers to

than male AI.
H2a: For utilitarian products, male AI will
be more persuasive than female AI.
H2b: For hedonic products, female AI will
be more persuasive than male AI.

find matching and complementary produc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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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The personalities of AI will mediate the

Also,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of AI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of AI and product

and product type was not significant (p = .196). But,

type on the evaluation of AI’s recommendation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I’s competence (or
warmth) and product type on product attitudes were
statically significant (competence × product type: B

2. Method and results
A 2 (gender of AI: male vs. female) × 2
(product type: utilitarian vs. hedonic) betweensubjects design was employed. We recorded male
and female human voices to manipulate gender of AI,
and we selected a vertical mouse as a utilitarian
product and scented candle as a hedonic product
based on the results of pre-tests. A total of 120
subjects participated and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the same at 50:50 under all conditions.
We adopted the 15th model from Hayes’s
templates (Hayes 2017) to statistically analyze our
model. In our model,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gender of AI (male vs. female) and the male AI was
coded as -1 and the female AI was 1. The mediator
was AI’s competence and warmth. The moderator
was product type (utilitarian vs. hedonic), we coded

= -.60, SE = .18, p < .001; warmth × product type:

B = .72, SE = .11, p < .001). More specifically,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AI’s competence was
significant in the utilitarian product condition (B
= .71, SE = .14, p < .001), but not in the hedonic
product condition (p = .369). On the other hands,
AI’s warmth only positively affects product attitudes
when AI recommends hedonic products (B = .62, SE
= .08, p < .001) not utilitarian products (p = .303).
Further, regarding H2a and H2b, a 2 × 2 ANOVA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of AI and product type on
dependent variables. There was no significant main
effect for gender of AI and product type. The gender
of AI × product type interaction effect was
significant for product attitudes (F = 6.25, p < .01,

the utilitarian product as -1 and the hedonic product

ηp2 = .05) and purchase intention (F = 4.67, p < .05,

as 1. Last, dependent variables were product

ηp2

attitudes and purchase intension. The analysis

purchase intention, the mediation analysis and

showed that gender of AI affects AI’s competence (B

ANOVA shown the same pattern as for product

= -.61, SE = .16, p < .001) and warmth (B = 1.31,

attitudes. Overall, the results lend support for H2a-b

SE = .25, p < .001). Additional t-test also suggests

and H3.

= .04). For another dependent variable,

the same patterns.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male AI (M = 5.26) is more competence than female

3. Discussion

AI (M = 4.62, p < .001). Reversely, they gave higher
score of warmth to the female AI (M = 5.03) than
the male AI (M = 3.73, p < .001). So, our hypotheses
1a-b was supported.
To prove the validity of our proposed model
(H2a-b. H3), we tested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rist, we found that the direct effects of gender of AI
to product attitude was not significant (p = .215).

Given that interactions with AI agents are
growing rapidly and they are penetrating commercial
areas, it is important to reveal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mmunication with AI agents. In the current
study, we proposed gender of AI agents as a factor
on the personalities of them and hypothesized that
depending on the gender of AI, the effect of
recommendations provided by AI agent would be
different. Through the experiment, we demonstrated
that gender stereotype was applied to th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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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I agent and it had impact on the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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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약문

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또래 지지(peer support) 프로그램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급격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이와 관련해 학업, 대인관계, 진로
등에서 스트레스를 겪는다(김의연, & 유효숙, 2018).
그러나 교내 상담센터나 전문가집단의 경우 임상적
수준의 정신건강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상담센터 이용현황,
스트레스 유형과 사용자의 니즈(needs)를 확인하여
또래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마친 뒤
사후 평가를 통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지지체계로 일상적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또래 지지 프로그램은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교내 상담센터 활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청소년기에 속하지 않고
성인기에도 속하지 않는 발달단계인 ‘성인 진입기’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Arnett, 2000). 18 세에서 25 세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연령상으로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속한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등의
성인기 과업 성취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 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Arnett,
2000).
69.7%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경우

(교육부, 2018)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인구의
대부분은 대학생 시기를 보낸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대인관계 형성,
진로와 취업 결정 등의 심리사회적 과업이 요구되는
시기(Roscoe & Peterson, 1984) 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기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탐색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는 대학생이 되어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취약한 이유이다
(전미진, 노은경, 2018). 세계 대학생의 평균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은 41 개

주제어
대학생,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스트레스
관리, 안녕감, 또래 지지 프로그램

공저자
장탁명**
Zhouming
Zhang

국가 중 38 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며(조명한, 차경호, 1998). 2,600 여명의 대학생
중 43.2%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그에 비하여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실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46.5% 인데 반해 22.2%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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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등의 부정적 인식과 시각(Corrigan, 2004)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상담센터의 경우 임상적

설정하고 사용자 조사를 통해 발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둘째,
정의(define)
단계에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페르소나(Persona)를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상적 어려움이나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구체화하였다. 이는 발견과 정의를 통해 현재 사용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 중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실정이다.

문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자가 테스트를 통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설정하여

타겟

사용자를

2.1 사용자 조사

검증하여 기존 상담 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수준과

상담센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용경험, 그리고 평소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68 명(여학생 72.1%)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1.2 Peer 코칭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63 명이 연세대학교 학부생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를 제안하게 위해 peer 코칭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코칭”은

먼저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
척도와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자가 테스트를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코칭을 받는

실시하였다. 일주일간 경험한 감정을 5 점척도로

사람(피코치)의 변화와 성장에 목표를 두면서 피코치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측정하였으며 “지난 일주일간 입맛이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으로

둔다(이희경,

비슷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우울 수준의 평균은 2.21 으로

개념이지만 수직적 관계 중심의 멘토링(김주섭,
2012)과 달리, 코칭은 코치와 피코치 간의 수평적인

나타났다.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제시한 원척도는
3 단계로 결과를 구분하는데, 우선 0 ~ 2 사이의 경우

관계를 (도미향, & 김응자, 2011) 목표로 한다는 점에

일상적 경험에서 기분이 나빠질 순 있지만 우울한 상태는

차이를 가진다
리상섭 (2017)은 대학생 선배, 후배 간의 코칭

아니며, 2 ~ 2.33 에 해당하는 구간은 현재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안녕감

프로그램을 통해 피코치들은 코치의 경험을 통해 조언을

저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33 이상인 경우

들었다는 점, 또 생활 적응력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성진(2013)은

임상적 수준에서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용자 조사에서 도출된 여학생의 평균은 2.28 으로

대학생 코칭 프로그램 4 개를 분석한 결과, 코칭

남학생의 평균인 1.96 보다 높았다.

프로그램은 피코치들의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 평안 등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참여자 중 12.2%의 학생만이 상담센터 이용경험이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 생활 적응 등에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센터 이용 대한

효과를 나타냈다(채유경, 2003). 정은이(2006)는
또래와 함께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학생들의 기대나 의견을 물었을 때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감소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답한 비율이 22.0%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미쳤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지적인 또래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학업 스트레스, 대인 관계 스트레스 순이었다. 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코칭 프로그램을

구하기 보다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전문가에게

구성하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보다 친구나 동료 등 비슷한 상황의

2. 연구방법 및 분석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심리적 장벽이 낮다는
선행연구(김혜경,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5).

코칭은

멘토링과

본 연구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연구(research through design)로써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Reeker et al.,
2016). 첫째, 발견(discover) 단계에서 연구 범위를

2.2 페르소나(Persona) 설정
사용자 조사에서 도출한 대학생의 한 학기 생활 습관과
정서 변화를 분석하여 2 가지 유형의 페르소나 스타일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유형별 행동과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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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목표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였다. 정리 내용은
아래 표 1 과 같다.

내용은 코칭 팀에게 보고하고 슈퍼바이저를 통해 관리를
받는다. 프로그램 중간 필요 시 중간 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후 평가 데이터 관리는

표 1. 페르소나 유형 분석

코칭 팀이 담당한다.
3.1 프로그램 실행
우선, 학기 초에 코칭 팀(프로그램 담당자, 슈퍼바이저,
사전 선발된 코치들)은 코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학기
예비
피코치들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홍보한다.

모집된

피코치들은

앱을

통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체크리스트 결과는 코칭 팀이
검토하며, 코칭 팀의 논의를 통해 1:1 로 코치-피코치를
매칭한다. 매칭후에는 발대식을 진행하며, 이후 10 회
동안 코치와 피코치가 1:1 로 활동하며 활동 내용을 코칭
팀에 보고한다. 코치는 매 회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고,
사진을 기록한다. 프로그램 중 중간 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며, 10 회기 후 해단식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해단식 때 피코치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여 코칭 프로그램 전후 변화를 점검할 수 있게

3. 프로그램 설계
대학생들의 전반적 안녕감 수준은 임상적 수준에 미치지
않으나 일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상담센터나 전문가 집단의 활동의

하고, 사후 평가 데이터의 관리는 코칭 팀이 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코칭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그림 2. 서비스 블루프린트 (Service Blueprint)

사각지대에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 페르소나 유형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일상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기개입을 통한 주기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또래지지를 서비스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디자인 과정의 세번째 개발(develop) 단계에서는
서비스 컨셉과 과정을 구체화 하고 서비스 블루프린트
(Service Blueprint)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일주일 동안 연구진이 직접 또래 지지
프로그램
피드백을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참가자에게 받은
바탕으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통해 구현한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보면, 학기 초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코칭 팀(프로그램 담당자, 슈퍼바이저, 사전 전발된
코치등)은 코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학기의
프로그램을 받게 될 대상자인 예비 피코치들에게
온,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홍보를 통해 모집된
피코치들은 앱을 통하여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한다. 체크리스트 결과는 코칭 팀이 검토하여 논의를
통해 코치 한 명당 피코치 한 명을 배정한다. 매칭이
완료된 이후 발대식을 진행하고 이후 일주일에 1 회, 총
10 회 동안 코치와 피코치가 1:1 로 활동한다. 활동

3.2 프로그램 평가
SNS 를 통해 모집한 4 명의 대상자를 1:1 매칭하여 1 회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전,

피코치들에게 사전 체크리스트와 인터뷰 질문을 보내
유형을 파악하였다. 대상자 중심 또래 코칭 프로그램
특성상 비구조화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코칭 후 사후에
다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코칭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률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
피코치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형화하여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되었다. 물론 코칭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대상자를 만날 때 필요한 태도 등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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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지는 코치에게
맡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실행

동기부여의 말을 take-home message 로 하여
프로그램 후에도 스스로를 코칭할 수 있는 지속적 계기를

시에는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목표와 실행

마련하였다.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 2 주일 후,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코치들의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회성 시범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을 실행하며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무기력 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D 는, 외국에서 온

한계가 있기에 프로그램 진행 후 인터뷰(예, 코칭의

유학생이기에

좋았던 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를 통해 이후 서비스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단에는 각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외국인인 코치는 피코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활동, 우울을 분산시킬 수

팀의 프로그램 진행과 결과를 기록하였다.

있는 여가활동 등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학교 주변에서

표 2. 코칭 프로그램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과 음식점을 찾아감으로서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피코치의 후기로는

향수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울을

정서적인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고 전해왔다.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후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사전-사후평가를 진행하였다. 긍정적 감정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삶의 의미, 즐거운 감정,
평안한 감정을 물어보았고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스트레스, 지루함, 짜증남, 우울함, 불안함을 질문하였다.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이후 긍정적
감정이 증대되었으며 부정적 감정의 경우 대상자마다
차이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 대상자 A 프로그램 사전-사후 변화

페르소나를 통해 도출한 2 개의 유형을 각각 2 명씩
구성하여 총 4 명의 대상자에게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A 는 진로에 대한 불안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챙길 줄 알게 하며 일상에

그림 3. 대상자 B 프로그램 사전-사후 변화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피코치의
휴식시간과 취미시간을 지지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코칭하였다.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 후 피코치는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불안 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C 는 자존감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코치는 피코치에게

그림 4. 대상자 C 프로그램 사전-사후 변화

사전에 평소 좋아하지만 하지 못했던 활동을 물어봤으며
그에 따라 미술활동을 준비했다. 디자인 전공인 코치의
특색을 살려 간단한 드로잉과 채색을 하며 피코치 본인을
나타내는 것을 그려보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코치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음에 감사하다는 후기를 남겼다.

그림 5. 대상자 D 프로그램 사전-사후 변화

우울/무기력 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B 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코치와 함께 자신이 꿈꾸는 하루, 자신에게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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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지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코치들의 후기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컨셉이 실효성 있기에,

-

슈퍼바이저의

정기적인

피드백이

요구됨

상용화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 같다고 하였다.

-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코치가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것과 편안하게
잘 이끌어가서 좋았다는 것, 코치와 프로그램을 같이

- 프로그램에 대한 피코치의 동기에 따라

하며 서로 내용을 공유해줬다는 것이 좋았다고도 했다.

한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피코치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피코치를 낙인찍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관점은 위험함

친구관계를 맺고 싶다는 후기를 남겼다. 활동을 통해

- 피코치와 평등한 관계에서 피코치 뿐
아니라 코치 스스로도 변화의 경험을 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고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또래 프로그램이기에 비밀 유지의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코치 훈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후기

한다는 우려점도 있었다. 또, 자가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고도 하였다.
코치들의 후기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1 회성이라는 시간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음
- 심리적 거리가 있는 전문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일상적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제약과, 코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슈퍼바이저의
피드백 부족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피코치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 피코치에게 문제가 있다고
낙인하지 않으며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려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피코치와 “함께”
평등한 관계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래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코치들과 코치들의 후기는 표 3 과 같다.

-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느끼며 실제
대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한계

코치가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어려움 대신에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후 만성적 또는
임상적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수준의
어려움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 코치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서로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의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내용을 공유해 준 점이 좋았음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수준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자가 테스트와 또래 지지 프로그램이라는 두

- 비밀 유지 측면이 우려됨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향은 각각의 특성에

- 코치의 질을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 앱의 형태와 면대면 프로그램 진행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적 수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아닌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람
- 자가 테스트 결과의 시각화
코치

의견

제안하였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과 사후
평가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준비하였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었음

- 외국인 피코치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건의사항

방법으로 자가 테스트 및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그러나 가벼운 수준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무기력에

피코치

-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기존의 상담센터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또래 지지 프로그램 참여자 후기

의견

4. 결론

대학생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제한점으로 시사된
참가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의 문제를 이해

- 시간적 한계와 코칭에 대한 교육을

관계자들과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 회기의
코칭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매 회마다 슈퍼바이징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한 점이 아쉬움

통해 정서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지, 혹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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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식적으로 또래 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교내
자원과의 연동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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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Native)이라고도 불린다. Z 세대는 인터넷 정보,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편이며 다양한 기기, 플랫폼
으로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차세대 소비주역인 Z 세대(Generation Z)는 정보
탐색과정에서 기존 세대들과 다른 성향을 보인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도 불리는
Z 세대는 정보탐색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며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하는 세대이다. 특히 Z 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동영상 채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며, 검색
채널로 활용해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한다.
이에 따라 뷰티 분야에서도 동영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활용한 뷰티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Z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뷰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문헌연구, 사용자 조사,
주제 분석 방법론(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여 넥스트 플랫폼에 대한 기회요인 리스트를
연구하였다.

특히 뷰티 분야의 영상은 Z 세대 메이크업과 일상을
함께하며,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뷰티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뷰튜버’라고 부르며
Z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Z 세대가
시청하고 직접 구매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얼굴에
직접 조합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위해서도 동영상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세대 Z 세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뷰티 유튜버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Z 세대를 타겟으로 한 서비스
‘잼페이스’, ‘왈라뷰’등이 등장하고 ‘한샘 미러’와 같은
스마트 미러 제품도 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Z 세대가
뷰티 동영상을 활용하는 과정의 컨텍스트를 파악한
새로운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여성 Z 세대가 동영상 플랫폼
Youtube 를 통해 뷰티 정보를 탐색 과정을 분석하여
차세대 소비 주역인 Z 세대를 대상으로 한 넥스트

주제어
UX, Service Design, Thematic Analysis, Beauty
Video, Video Platform, Generation Z.

플랫폼(Next Platform)의 새로운 컨셉을 디자인
적으로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서 론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Z 세대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해 알아보았고, Youtube 동영상
콘텐츠를 상위 뷰티 크리에이터를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더불어 Z 세대의 뷰티 정보 탐색 과정에서의
경험 및 페인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 Z 세대 여성
유튜브 뷰티 동영상 시청자 20 명을 대상으로 개별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9 년도 Z 세대 중 성인이
330 만명을 넘어서며 성인 비중이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Z 세대 (1995~2000 년대 초반 출생)
가 밀레니얼 세대의 뒤를 이어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차세대 소비 주역으로
Z 세대(Generation Z)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한다. Z 세대는 태어날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해왔기에 디지털 원주민(Digital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을 진행하여 Z 세대 유튜브
동영상 뷰티 정보 탐색 과정에서 고려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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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대표 테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테마는
두가지로, 첫째 인터뷰 답변 중 페인포인트를 토대로
도출한 페인포인트 테마와 두번째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경험 테마이다. 이를 교차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 한 후 Z 세대를 위한 뷰티 동영상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요인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안 하였다.

Z 세대는 2005 년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로도 불린다. 미국의 출판·교육
기업 피어슨 에듀케이션은 ‘밀레니얼을 넘어:미래
세대’ 보고서에서 Z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유튜브와 동영상 채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Z 세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8 개 또는 활동시간 중 4 개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한다. 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고 싶은 동영상을 직접
선택하고 이를 공유하며 소통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총
사용시간은 18 년을 기준으로 90 억 시간에
달하며 14 년대비 140%이상 증가했다. 나스미디어
2019 리포트에 따르면 10 대 인터넷 이용자 10 명중
약 7 명이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검색 채널로
이용한다. 이와 같이 Z 세대에게 동영상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동영상을 활용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Z 세대의 행동
특성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차세대 소비 주역인 Z 세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조사되어 왔다. Z 세대는
밀레니얼 (Millennial)세대에서 이어지는 세대로서
유사점도 존재하나, Z 세대만의 정보탐색, 소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Z 세대의 개념과 특징,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과정을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 중 Z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2.3 유튜브 현황 및 특징

2.1 Z 세대의 개념 및 특징

2005 년에 설립한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영상 업로드 및 시청,
공유,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유튜브는 PC, 모바일 모두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업로드하면,

2012 년 USA 투데이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 이후
차세대 이름을 위한 온라인 콘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밀레니얼 다음 세대 명칭으로 Z 세대(Generation
Z)가 선정되었다. 한국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1990 년대 중반에서 2000 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 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을 ‘X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를 ‘Y 세대’라고 불렀다면 Z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세계를
경험했고 디지털과 함께 성장해 디지털 원주민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전세계에서
월 19 억명이 사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Z 세대는 정보 탐색에 동영상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로 대표된다. Nielsen Koreaclick
Moblie Data 2017 리포트에 따르면 세대별 Youtube

(Digital Native)라고도 불린다. 유년 시절을
인터넷과 함께 보내 원하는 플랫폼에 들어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Z 세대는

일 평균 이용시간 중 Z 세대가 가장 긴 56.9 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행 횟수 또한 4.4 회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Z 세대 동영상 탐색 사이트를 유튜브로

기존 세대들과 차별화되어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러한 Z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정보탐색 과정의 서비스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튜브 플랫폼 내 뷰티 동영상 분석
3.1 뷰티 유튜브의 특징

2.2 Z 세대 정보 탐색 동영상 플랫폼

뷰티 유튜브는 [그림 1]과 같이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뷰티 관련 내용의
동영상을 말한다.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 분야들 중
정보 분야에 따른 주요 검색 채널에서 뷰티 정보
분야가 45.8%로 유튜브 채널 이용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학 내일 20 대 연구소 ‘뷰티 데이터

신동희(2014)에 따르면 플랫폼(plat+form)은 ‘용도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로 최근 디지털 시대의 발달로 인터넷 세상 속
하나의 장(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튜브는 Z 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해당한다. 송현(2018)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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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Data Clipping)’에 따르면 만 19-24 세
여성들 52.2% 은 뷰티 제품 정보 관련 주요
접촉채널을 유튜브로 사용하고 있었다. Z 세대 10 명
중 7 명은 셀럽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더 좋아하며,
10 명 중 6 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향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 검색 이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뷰티
유튜브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로
Z 세대 여성 소비층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씬님, 다또아, 이수현, 써니

하울

이사배, 라뮤끄, 다또아

백투베이직/스킨케어
콜라보레이션(브랜드, 제품)

포니, 이사배, 씬님, 이수현

3.3 유튜브 내 뷰티 콘텐츠 분류
구독자 상위 8 명의 뷰티 유튜버 재생목록 콘텐츠
유형 8 가지에 추가적인 ‘뷰티’, ‘뷰티 콘텐츠’ 유튜브
키워드 검색을 통해 [표 2]와 같이 14 가지로 분류를
추가 하고 세분화하였다. 뷰티 영상 콘텐츠의 특징은
뷰티 유튜버들이 자신만의 특징을 함축하여 영상
제목에 기입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고 많은
영상들이 하나의 콘텐츠 가 아닌 ‘Vlog+ 겟레디
위드미+컨셉 메이크업’과 같은 제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혼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더블유, 온스타일과 같이 기업 채널에서
운영하는 뷰티 콘텐츠의 경우 특정 유튜브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비교하거나 순위를 선정하는
콘텐츠가 많았다.
표 2. 유튜브 내 뷰티 콘텐츠 분류

그림 1. 유튜버 포니 메이크업 튜토리얼 동영상

콘텐츠 대 분류

3.2 뷰티 유튜버 콘텐츠 재생목록 분류

겟레디위드미
(GRWM)

유튜브 내 뷰티 콘텐츠 분류를 위해 구독자 수 상위
8 명의 뷰티 유튜버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뷰티
콘텐츠를 도출하기 위해 재생목록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뷰티 유튜브 콘텐츠 유형은 총
8 개로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된다. 구독자 수 상위

브이로그

튜
토
리
얼

있었다.

브이로그

커버/변신 메이크업

메이크업 튜토리얼

컨셉 메이크업

리뷰

커버/변신 메이크업
겟레디위드미

포니, 이사배, 씬님, 라뮤끄, 다또아,

나이별 메이크업

포니, 이사배, 라뮤끄, 다또아, 이수현,
회사원 A, 써니

장소/나라 별

이사배, 씬님, 라뮤끄, 다또아, 회사원,
써니

메이크업
스킨케어

포니, 이사배, 씬님, 라뮤끄, 회사원 A,
써니

제품 리뷰

포니, 씬님 ,다또아, 회사원 A,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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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한 브이로그(관리 받는 날, 학교 가는 날

얼굴 쉐이딩 하는법 등), 성분 분석
오렌지 코랄 메이크업, 보라 메이크업 등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해외 아티스트 커버
메이크업, 캐릭터 커버 메이크업
계절별

시즌성 메이크업

커버 메이크업

이수현, 회사원 A, 써니

겟레디위드미,

메이크업 정보 제공 ( 기초 제품 바르는 법,

성형 메이크업, 단점

상위 8 위 유튜버 재생목록

제품

뷰티 팁, 정보제공

표 1. Top8 뷰티 유튜버 재생목록 콘텐츠 분류
재생목록 콘텐츠 유형

겟레디위드미,

특별한 날 겟레디위드미 등

브이로그), 00 의 브이로그 (뷰티과, 직장인,
여고생 브이로그)

색상 메이크업
메
이
크
업

해외

*뷰티 콘텐츠 포함

메이크업

8 위의 유튜버 모두 메이크업 튜토리얼(Make up
Tutorial), 브이로그(Vlog)형태의 콘텐츠 재생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뷰티 유튜버라는 특성상 메이크업
튜토리얼의 콘텐츠는 필수적인 재생 목록이었고,
동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Vlog) 콘텐츠
가 뷰티 유튜버들에게 필수적인 콘텐츠임을 알 수

콘텐츠 소 분류

메이크업(사계절),

메이크업(증명사진
메이크업 등)

메이크업,

특별한
벚꽃

날
시즌

스모키 메이크업, 쌩얼 메이크업, 원브랜드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뒷트임 메이크업, 무쌍 메이크업, 입술 필러
메이크업, 비대칭 성형 메이크업,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 등
10 대 메이크업, 고등학생 메이크업, 새내기
메이크업, 직장인 메이크업
한국/일본 메이크업 비교, 나라별 유명
메이크업, 한중일 메이크업 비교, 한국/인도
나라별 반반 메이크업
화장이 뜨지 않는 스킨케어, 장소 별 스킨케어
(기내, 히터 스킨케어), 계절 별 스킨케어 등
로드샵 제품 리뷰, 나라별 화장품 리뷰, 특정
브랜드 리뷰, SNS 화장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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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하울(에뛰드

하우스,

LA

세포라

하울

하울) ,00 제품 하울(뷰티 가전제품, 글리터),
00 원 하울(120 만원, 14 만원 하울)

구독자 참여 뷰티
콘텐츠

구독자 메이크 오버 콘텐츠, 구독자 뷰티 상담

유튜브 자체의 알고리즘에서도 키워드, 시청 내역
중심을 넘어 종합적 컨텍스트 기반 추천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 4. 인터뷰 질문지 예시
분류

뷰티 영상 콘텐츠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 컨텍스트 요소 도출을 위한 사용자 조사

뷰티
콘텐츠

기존 여성 Z 세대가 유튜브를 통해 뷰티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니즈를 도출하고 향후 동영상

가장 필요한 영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영상
시청

9명

2

7~9 개

6명

3

10 개 이상

5명

것인가요?

새롭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컨텍스트 테마를
도출하기 위해 주제 분석 방법론(Thematic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주제 분석
방법론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중요 문구, 키워드에
주목해 그룹을 만들고 그룹에 따라 테마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는
트랜스크립션
(Transcription), 인 비보 코드(In-vivo-codes)를
통해 페인포인트(Pain points), 경험 별 카테고리
(Category)를 도출하고 각각 테마(Themes) 정의 후
교차 분석하여 넥스트 뷰티 정보 탐색 플랫폼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 후 기회요인 목록을 작성하였다.

표 3. 뷰티 유튜브 인터뷰 대상자 목록

4~6 개

기억해두거나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사용자 인터뷰를 토대로 서비스 경험 측면에서

사용자 인터뷰는 Z 세대 여성이 뷰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의 역할과 사용 과정과
경험을 알아내고 뷰티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니즈, 페인포인트를 도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Z 세대 여성 중 소비 연령대인 1995 년생
~2000 년생을 대상으로 뷰티 동영상 채널을 4 개
이상 구독 중인 사람, 뷰티 영상을 일주일에 4 번 이상
시청하는 사용자로 [표 3]과 같이 총 20 명이
선정되었다. 구독중인 채널 수를 기준으로 각
5 명이상씩 모집하였다.

1

유튜브 영상을 통해 뷰티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따로

5. 분석 방법 및 결과

4.1 유튜브 서비스 사용자 모집

대상자 수

무엇인가요? (나와 비슷한 얼굴형, 원하는 분위기의 메이크업,
피부 결점 커버 등)
내 얼굴에 맞춰 뷰티 콘텐츠 영상을 추천해준다면,

플랫폼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핵심 컨텍스트 요소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기회요인을 제안하기 위해
뷰티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는 Z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구독중인 채널 수

질문

5.1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
트랜스크립션은 녹음된 사용자 인터뷰 음성 데이터를
글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한 텍스트 데이터
내용을 기반으로 추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4.2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5.2 인 비보 코드(In-vivo codes) 도출

인터뷰 질문지는 1)플랫폼, 2)뷰티 유튜버, 3)뷰티
콘텐츠, 4)영상 시청, 5) 유튜브 사용 행태 총
5 가지로 나누어 세부질문들을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10 월 20 일~ 11 월
7 일까지 3 주동안 진행하였다. 인터뷰 형식은 1:1
대면인터뷰로, 1 시간여 동안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공통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인터뷰 데이터에서 중요한 문구나 키워드에 주목하여
문장을 요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10 개의 인
비보 코드 문장을 도출하였다.

5.3 페인포인트, 경험 별 카테고리(Category) 도출
본 연구에서는 Z 세대 뷰티 탐색 과정의 경험과
페인포인트들을 각각 테마로 도출 하고자 정리된 인

뷰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스마트폰 캡처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뷰티 콘텐츠 특성상 영상으로만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서 어느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비보 코드 문장들을 페인 포인트, 경험으로 각각
나누어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표 5]와 같이
카테고리 86 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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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 비보 코드, 카테고리 도출 예시
인터뷰 답변
( Transcription )

증거 등을 통해 검증하고 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험
카테고리(Category)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으나,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알맞은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스마트폰 캡처 기능을
활용한다. 여기서 다양한 페인포인트들이 발생한다.

유튜브는 영상으로

영상 형태로 전달되는

보여줘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보 선호 (메이크업
방식, 색감 등)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제품들에 대한 생생한 후기와 정보들이 뷰티 유튜브의
장점이지만, 긴 영상 속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알기가 힘들어 영상 시청에
불편함이 있음. (10 초씩 넘겨가며 찾아내는 과정)

인 비보 코드(Invivo codes)

정보는 화해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근데 화해의
경우 사진과 텍스트만
있는데 유튜브는 영상으로
보여줘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영상의 큐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아. 유튜버를 구독하거나
검색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동영상을 필터링한다. 현재 유튜브 알고리즘
이외에도 추가적인 카테고리화의 고려가 필요하다.

것 같아요.

5.4 대표 페인포인트, 경험 별 테마(Themes) 정의

뷰티 영상의 경우 제품의 발색, 후기 내용 등 이미지 형태로 영상을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 정보를 다시 찾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 카테고리를 공통적으로 그룹핑 할 수 있는 대표
테마를 각각 페인 포인트, 경험으로 나누어서
도출하였다. 총 23 개로 도출된 테마 중 이번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사용자 맞춤
콘텐츠 제공 부분을 다음 [표 6]와 같이 경험과

뷰티의 경우, 사용자가 정보를 습득할수록 시청하는 콘텐츠가 변화한다.
이에 맞추어진 정보의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유튜브 시청은 자신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일정 콘텐츠를
선호하거나 스케줄에 맞추어 콘텐츠를 시청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큐레이션이 필요함.

페인포인트가 서로 비슷한 종류의 테마를 같은
번호와 색상으로 묶어 교차 분석하였다.

6. 뷰티 정보 탐색 과정의 기회 요인 도출

표 6. 대표 페인 포인트, 경험 별 테마 예시

6.1 기회 요인 목록 (Opportunities list)

경험 테마 정리

페인 포인트 테마 정리

1. Z 세대는 영상이 뷰티
정보(메이크업 방식, 색감 등)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유튜브를 시청함.

1. 자신의 얼굴, 피부 톤과 비슷한

도출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뷰티 동영상 탐색에 관한
기회요인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기회

메이크업 영상을 찾는데 어려움
존재. 사용자 얼굴 맞춤 뷰티 동영상

요인은 뷰티 동영상 탐색에 관한 페인포인트,
인사이트를 묶어 향후 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시에 도움이 될 요소들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7 개의 기회요인 리스트를 [표 8]과 같이
작성하였다. 대표적인 기회요인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사용자 얼굴 맞춤 메이크업 가이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의
반영과, 다양한 인플루언서 가이드의 선택지가
필요하다.’가 있다. 이에 고려된 페인포인트는

필요
1. 일반적인 상황과 다수의 얼굴에
맞춰져 있어 사용자에게 맞는
콘텐츠 수의 한계

2. 시청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자의
글(더보기란)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영상을 깊게 이해하고자 함.

2. 뷰티 동영상을 실제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알맞은 정보를 얻기

3.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는 편. 편안한 분위기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시청 시간, 일정 키워드만 고려한
콘텐츠 추천에서 벗어나

어려움.

‘일반적인 상황과 다수의 얼굴에 맞춰져 있어
사용자에게 맞는 콘텐츠 수의 양적 한계’ 등이 있었고,
함께 고려한 인사이트로는 ‘뷰티 영상은 감상을 넘어
자신에게 활용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자신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스케줄에
맞추어 시청한다’등이 있었다.

종합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한 영상
큐레이션 필요

3. 시간, 장소, 스케줄에 따라 시청
콘텐츠가 달라짐

5.5 인사이트 도출
경험 테마와 페인 포인트 테마를 서로 교차 분석,
그룹핑하여 [표 7]과 같이 Z 세대 뷰티 동영상 탐색

표 8. Z 세대 뷰티 영상 서비스 기회 요인 목록

경험에 관한 인사이트 9 개를 도출하였다.

기회요인(Opportunity) 목록

표 7. 도출된 인사이트 리스트

1

인공지능을 통한 사용자 얼굴 맞춤 메이크업 가이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의 반영과, 다양한

인사이트

인플루언서 가이드의 선택지가 필요하다.

뷰티 영상은 뷰티정보를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콘텐츠 속 자신 맞춤 영상을 얻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콘텐츠의 한계가 있다.

2

빅데이터를 통해 한 페이지 내에서 여러가지 플랫폼의 리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타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볼 수 있고 제품 정보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뷰티 영상은 감상을 넘어 자신에게 활용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도구, 얼굴의 형태, 내용 전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3

원하는 정보구간에 핀(pin)하여 손쉽게 저장하고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제품을 인식하면 내가 봤던 관련 영상을
리스트업 해주고 해당 제품 추천 부분으로 넘어가 사용자가 기억하지

정보에 대한 신뢰, '진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버의 행동 특성,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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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정보를 손쉽게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

메이크업 과정에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보이스로 추출해 재생할 수 있는 VUI 서비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5

시청 횟수, 키워드 중심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사용자 영상 시청 패턴

5. 손희진 (2018). 뷰티 유튜버의 영상 콘텐츠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6. 이유경 (2019).
Z세대 여성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따른 화장품 소비성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유형, 취향에 따른 분류와 추천이 필요하다. 콘텐츠 리스트업 대한
사용자의 관여 기능도 함께 필요하다.
6

시청한 영상 콘텐츠 특성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메이크업 영상의

7. IBM 기업가치 연구소. 유일무이한 Z세대
http://www.acm.org/class/how_to_use.html.

추천이 필요하다. 메이크업 레벨이 올라가듯 영상을 볼수록 고난도의
스킬의 영상을 추천해주거나 현재 메이크업 고민을 토대로 콘텐츠를
리스트업해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8. Nielsen Korean click 월간 토픽 (2017), 제 2662호 https://bit.ly/2XwqNXW

가이드가 필요하다.
7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시간, 공간, 캘린더 일정에 맞춰 사용자 선호

9. Opensurvey Z세대 트렌드
https://bit.ly/2QBocKY

콘텐츠 추천이 필요하다. (Ex.사용자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 길이가 비슷한 영상을 추천한다.)

리포트

2019

10. 신지형 (2019).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미디어
이용, KISDI STAT Report Vol. 19-04

7. 결론
본 연구는 여성 Z 세대 뷰티 동영상 정보 탐색 행태를
분석하고 넥스트 플랫폼으로서 서비스에 필요한
기회요인(Opportunities)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여성 Z 세대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하여 뷰티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니즈, 페인포인트들과 새로운 뷰티 동영상 탐색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11. Bruce Horovitz, After Gen X, Millennials,
what should next generation be?, USA
TODAY(2012) http://bit.ly/2OHnCc2

따라서 본 연구는 UX 디자인 관점에서 향후 Z 세대
정보 탐색과정과 마케팅에서의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여성 Z 세대
뷰티 동영상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기회요인들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Z 세대 중 소비가 가능한 나이
대를 선정하여 미성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Z 세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 세대들과의 차이,
탐색에서 이어지는 소비 행태 파악 등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클리핑 (Data Clipping)’ https://www.slide
share.net/20slab/1534-201906

12. 이나예(2019) 한국투자증권 Issue Insider:
Generation Z 설명서 https://bit.ly/336UmA
13.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연구소 ‘뷰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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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Z세대(Generation Z)여성 뷰티 동영상
테마 (Theme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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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세대의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경험 분석에 관한 연구
– 여성의 인스타그램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Hot Place Location Information
in Generation Z – Focused on Instagram Experience Analysi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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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어릴 적부터 모바일 디바이스를 접하는 세대인
'Z 세대(Generation Z)’가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에 반응하고 SNS 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Z 세대 특성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Z 세대 모바일 사용
행태 중 핫플레이스에 대한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정성
조사를 위해 여성 Z 세대를 대상으로 인뎁스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만족 하는 기존
서비스 및 사용자 니즈와 매칭되지 않는 페인포인트에
대한 멘탈모델(Mental Model)을 구축하였다.

Z 세대는 급격한 디지털 환경 및 사회 변화로 인해
트렌드에 민감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으로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동영상을 더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닐슨코리아, 2017) 이에 Z 세대들은 위치
정보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방문 후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s Service)를 이용하여
공유하는 행태가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Z 세대의
특성 및 행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나, Z 세대의 모바일
사용 행태나 세분화 된 상황 별 활용에 대한 서비스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Z 세대의 모바일 사용
행태를 고려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제안 및 현
플랫폼에 대한 사용성 개선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Z 세대의 모바일 사용 행태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위치정보 탐색 및 활용

주제어
Generation Z, Mental Model, Hot Place, Social

경험에 집중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위한 Z 세대의
멘탈모델에 대한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Networks Service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Z 세대의 정의 및
특징을 알아보았고, 기존 핫플레이스에 대한 컨텍스트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어릴 적부터 모바일을 접하는
새로운 세대 집단인 ‘Z 세대(Generation Z)’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세대와 차별되어 아날로그 경험이
없는 디지털 원주민(Digtal Native)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독특한 특성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 Z 세대는 약 646 만명으로 비중은 12.5%
수준으로, 올해에는 Z 세대 중 성인이 330 만명을
넘어서며 성인 비중이 50%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Z 세대가 성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인지하여 Z 세대를 주목하는
시장 경제가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Context Factors)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인스타그램(Instargram)의
해시태그 검색을 이용하여 현재 주요 핫플레이스의
현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현재 Z 세대의
핫플레이스 위치 정보 탐색 및 활용에 대한 경험 및 니즈,
페인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 Z 세대를 대상으로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인포인트와 서비스 인식에 대한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진행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Z 세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멘탈모델(Mental
Model)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멘탈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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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기록한 기회 요소(Opportunity)를 도출해

SNS 를 활용하고 있다. (Collaborata, 2018) 이렇듯

제안하였다.

Z 세대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에 반응하고
SNS 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 (닐슨코리아,

2. 연구 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17)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영상은 유튜브

2.1 Z 세대의 정의 및 특징
2012 년 USA Today 에서 밀레니얼 이후 차세대 이름을
온라인 콘테스트를 통해 공모한 결과 ‘Generation Z’로
선정되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2018)에서는 Z 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 년대 중반에서 2000 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5 년부터 2005 년까지로 가정하여, 올해 19 년을
기준으로 25 세부터 15 세가 Z 세대에 해당한다.

에서 검색하고, 이미지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 하는
인식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안희정, 2018) 특히
Z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맛집 정보나 인기 있는
장소 즉, 핫플레이스(Hot Place)를 검색하는 데 주요
사용 채널로 꼽고 있다. (함지현, 2019) 따라서 Z 세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 탐색 경험 및
사용에 대한 멘탈모델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3. 핫플레이스의 개념 및 현황

Z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들을

3.1 핫플레이스의 개념

이용해온 세대로, 사용법을 의도적으로 학습한 것이
아닌 스스로 학습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명소들은 젊은 세대가 줄을 서서

불린다. 세대별 미디어 월간 이용률에서 Z 세대는 전

기다릴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함지현, 2019) 또한

세대 통틀어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률이 92.7%이며
모바일 이용시간 비중이 70%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여주기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문화에 따라 맛보다
멋을 선호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세대와 상이하게

인테리어와 포토존이 필수가 되고 있다. (채성오, 2019)

가장 낮은 TV 이용률을 보이며,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소비한다. 또한

대학내일 20 대연구소 의 ‘20 대의 인정욕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20 대 하루 평균

개인적 관심사와 편의성을 중심으로 만족도에 부합하는

SNS 계정에 1.46 회의 인증 행위를 한다. 그 중 특별한

플랫폼을 선택하며, 이와 관련된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해 빠르게 행동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닐슨

순간(62.2%)과 분위기 좋은 장소(60.7%)를 중점으로
일상 속 다소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리아, 2017) 따라서 이러한 Z 세대의 모바일 이용 행태

여성의 경우 25.2%로 음식 및 디저트 분야를 가장

특성에 맞춘 서비스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을 많이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과 남들과
다른 나만의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SNS 에서 주로 인증 행위를 통해 열광적으로

2.2 Z 세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행태

소비하거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맛집 및 카페를

온종일 모바일과 연결되어 있는 Z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두루 사용한다.
Z 세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서치를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한다. (Global web

최근 트렌드 용어로 핫플레이스(Hot Place)라 일컫는다.
그림 1. 최근 핫플레이스 예시 – 을지로 만선호프

index, 2017) 또한 매경이코노미 설문 결과(2019)에
의하면 Z 세대는 ‘주로 이용하는 SNS’라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유튜브(79%),
인스타그램(60%),
페이스북(57%)으로 대부분의 SNS 가 모두 절반을
넘겼다. Z 세대의 월평균 모바일 앱 사용 개수는
34.4 개로 다른 세대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용시간은 130.4 시간으로 가장 많은 사용이
높은 분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4.92 개의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덱스, 2019)
Z 세대는 다양한 SNS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정을
활용한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대표 계정과 익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솔직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계정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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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핫플레이스의 현황 분석

카페데이트

카페그램

카페탐방

카페추천

카페

커피맛집

감성사진

감성

감성카페

카페 관련

최근 인스타그램에 맛집,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인증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9 년 10 월 25 일~ 2019 년 11 월 8 일
사이의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토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맛집과 카페를 중심으로 해시태그를 분석하여
주요 핫플레이스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서울 내 지역별
해시태그의 게시물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홍대’의 경우

감성

해시태그 그룹핑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홍대맛집’의 해시태그는 팔로워 및 좋아요 획득과
일반적인 해시태그(ex. 일상, 오오티디 등), 다양한
메뉴에 대한 해시태그 사용의 빈도수가 높았으나,
반면에 ‘#홍대카페’의 경우 카페의 인테리어 분위기,

맛집 212 만, 카페 88.4 만의 누적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의 경우 맛집 175 만, 카페 49.3 만,

감성,

‘이태원’의 경우 맛집 139 만, 47.3 만으로 ‘홍대’

최근 핫플레이스 카페의 경우 이미 유명한 곳이 아닌
가오픈, 신상 카페 위주의 인테리어와 감성을 기반으로

해시태그가 서울 내 지역 중 가장 누적 게시물이 많이
수집되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가장 해시태그를 많이
건 장소인 ‘홍대’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홍대’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해시태그를

중점으로

있는 ‘인기 게시물’을 기준으로 상위 100 개 중 혼용된
지역이나 상관없는 게시물을 제외하여 총 50 개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추출하였다. ‘#홍대맛집’의 경우
해시태그 총 369 개로 중복 사용을 제외하여 총 114 개의
해시태그를 수집하였다. ‘#홍대카페’의 경우 해시태그
총 251 개로 중복 사용을 제외하여 총 95 개의
해시태그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결과를 사용 순위에
따라 나열한 뒤 사용 행태에 따라 키워드 그룹핑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시는 [표 1],
[표 2]과 같다.
표 1. ‘#홍대맛집’ 속 해시태그 사용 순위 그룹핑 일부분
Keyword

음식

Hashtag

인테리어
분위기
신상

중점적으로

맛에 대한 선호를 우선시하며, 메뉴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멘탈모델 기반 사용자 리서치
4.1 멘탈모델의 정의 및 개념
멘탈모델(Mental

Model)의

대해서

도널드

노먼

(Donald A. Norman)은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1996)’에서 심성모형(Mental Model)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

환경,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사물들에 대해 갖는 모형으로 사람들은
심성모형을 경험, 훈련, 지시를 통해 형성한다고 정의
하였다. 또한 인디 영(Indi Young)의 ‘Mental Models
(2008)’에 따르면 멘탈모델이란 사람들의 행동 동기,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감성적,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

사용자들에게서 수집된 에쓰노그래피(ethnography)
자료를 의미상 가까운 것끼리 모아 놓은 친화도(affinity
diagram)라고 정의한다. 또한 멘탈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사용자와 이야기하고,
패턴을 찾고, 패턴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모델로

맛집

먹스타

정리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Z 세대의

맛집스타그램

존맛탱

먹방

연남동데이트

연남동

망리단길

서비스 이용 니즈와 대응 서비스를 표현하기 위해
전형적인 멘탈모델인 도널드 노먼의 멘탈모델과 정의가

연남동핫플

망원맛집

상수맛집

다른 인디 영의 멘탈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선팔

소통

먹스타맞팔

좋반

먹스타소통

첫줄반사

표 2. ‘#홍대카페’ 속 해시태그 사용 순위 그룹핑 일부분
Keyword

해시태그가

먹스타그램

근처 지역

팔로워 및
좋아요 획득

대한

한 카페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집의 경우

핫플레이스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홍대맛집’, ‘#홍대카페’로 검색하여 최근 주목받고

정보에

주목받고 있는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때 사용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홍대맛집’과
‘#홍대카페’의

신상

Hashtag

4.2 사용자 인터뷰
본 연구는 심층적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성 조사
중 한 방법인 인뎁스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이용하여 Z 세대 중 소비 집단인 20 세부터 25 세를
중점으로 사용자 행동 패턴을 도출 하였다. 특히 여성은
SNS 에 음식, 디저트 분야에 대한 인증을 주도적으로

색감

햇살맛집

인스타카페

예쁜카페

공간디자인

인테리어

업로드 하며 여성의 해시태그 검색 활용이 61.2%로

가오픈카페

가오픈

신상카페

남성 의 41.1% 대비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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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나스미디어, 2019)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총 20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한

중점으로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Z 세대의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탐색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소셜

내용은 인스타그램 특성 상 부분적인 사진으로 인한
실제 방문 시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적인 검색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과정으로 인한 번거로움, 핫플레이스 규모에 대한 정보

작성하였다. [표 3]과 같이 이용할 때의 사용 흐름에 대한
질문과 사용성에 대한 느낌, 플랫폼에 대한 인식을

부족, 이미지 검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보이스를 이용해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진행하였다.

표 3. 사용자 인터뷰 질문 항목 일부분

4.3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인터뷰 질문 항목
핫플레이스
(Hot Place)
인식 관련

위치정보
탐색

핫플레이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키워드 5 가지를
말해주세요.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선정하거나 관심이 가는 핫플레이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 맛, 인테리어의 감성, 색,
위치 등)

방법이다. (인디 영, 2008)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멘탈 모델을 위해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기

핫플레이스인 홍대 카페를 검색하려고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사용자
인터뷰 보이스를 그룹핑 하여 페인포인트를 분석하였다.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예시는 [표 5]와 같다.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무엇인가요?

이유는

사운드 분위기에 대한 정보 부재, 품절 안내에 대한 니즈
등 총 31 개의 핵심키워드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검색 후 자신의 기준에 맞는 핫플레이스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검색 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해당

사용하는

얻은 사실과 통찰을 구체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때문에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Z 세대의 페인포인트 및

통해 페인포인트를 분석하여 가게 상세 정보 미흡,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는 [표 6]과 같다.

충족되지 않는 핫플레이스에 관련된 정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보를 찾고
보관하나요?

활용 경험

나서,

해당

정보를

표 5. 페인포인트에 대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일부분

어떻게

키워드

인터뷰 내용 결과
소품이나 집기들이 예뻐서 갔는데 그쪽만 예쁘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남동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후 생긴
추억들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부분적인
사진으로
인한 실제

평소 핫플레이스를 찾아 볼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방문 시의
괴리

막상 예쁘다고 해서 가보면 카페들은 어느 한 부분 정도만
예쁘더라고요. 물론 사진은 예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망스러운
곳도 많아요.

갑작스러운
재 검색

네이버 리뷰를 보는데도 가끔 변수가 생길 때 그때 급하게 검색할
때 서서 계속 친구랑 리뷰 서치를 해야해서 조금 불편해요.

웨이팅에
대한
정보 미흡

제가 찾아 봤을 땐 웨이팅 정보가 없었는데 되게 사람이 많아서
이런 정보는 왜 안올렸을까 짜증났던 적이 있었어요.

해시태그
미사용

위치 정보는 하나도 안 올린 경우에는 아는 사이도 아니라서
물어볼 수도 없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인스타그램 검색하고 방문한 경우 자신의
생각과 달라 실망했거나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대상자는 최근 6 개월동안 SNS 를 활용하여
핫플레이스인 맛집, 카페를 방문한 경험이 3 회 이상
가지고 있는 20 세부터 25 세 사이의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표 6. 서비스에 대한 친화도 다이어그램 일부분

표 4. 사용자 인터뷰 참여자 정보
나이(년도)

서비스
인원 수

22 살(1998 년생)

1명

23 살(1997 년생)

3명

24 살(1996 년생)

8명

25 살(1995 년생)

8명

인스타그램

인터뷰 내용 결과
사진을 모아 볼 수 있게 여러 개
뜨는 점이 편한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사진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키워드

다양한 이미지 확인 가능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사진만 나와 있으니까 고르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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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회 요소(OPPORTUNITY) 도출 결과

좀 더 일반 사용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5.1 기회 요소(Opportunity)도출

솔직한 후기 확인

유저들이 본인들이 느꼈던 걸
올리는 게 다른 플랫폼에서 걸러진

구축된 멘탈모델을 근거로 하여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정보들과 다른 것 같아요.

경험에 대한 Z 세대의 페인포인트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제안을 위해, 행동기둥별 기회 요소

구석구석을 리뷰해 놔서 가기 전에
장소를 파악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이버

다양한 구도 확인

사진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인

(Opportunity)을 도출하였다. 기회 요소 중 ‘가게에

인테리어나 메뉴를 더 볼 수
있어요.

대한 정보 확인’ 행동 기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행동기둥에 대한 페인포인트는 핫플레이스의

4.4 Z 세대의 멘탈모델 구축
친화도

다이어그램

분석을

실시간 웨이팅 및 붐비는 시간대를 알고 갈 수가 없는
바탕으로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패턴을 도출하여 여성 Z 세대의
멘탈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멘탈모델은 행동
(Task)에 따른 사용자의 니즈, 의도를 바탕으로 첫번째
축을 구성하고, 그것을 해결 가능한 서비스를 두번째
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멘탈모델을 통한
기회 요소를 제안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발전 시켜
사용자의

니즈를

해결할

수

없어

생기게

되는

페인포인트를 세번째 축으로 덧붙여 구성하여 [그림
2]과 같이 멘탈모델을 완성하였다. 멘탈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행동기둥 속 사용자의 니즈를 숫자로 라벨링하여
서비스와 페인포인트에서 매칭시켰다. 멘탈모델 중
‘검색 및 찾기’라는 인지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점과 사진에 대체적으로 찍혀있는 포토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점, 방문하는 상황에 따라
핫플레이스의 사운드 분위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지만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며,
주로 트는 음악 및 평상시 평균적인 사람들의 대화 소리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사운드 분위기까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하는 것과 실시간 품절 현황과 대략적인
품절 시간대, 웨이팅 현황까지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총 8 개의 행동기둥에 따른 기회 요소를 도출하여
[표 7]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기회 요소 도출 내용 일부분

한다. ‘검색 및 찾기’라는 인지 공간에는 후보지 탐색,
후기 찾기, 이동 반경에 따른 정보 확인, 가게에 대한
정보 확인이라는 총 4 개의 행동기둥을 이루고 있다.

행동기둥
정보 발견

사용자와 비슷한 감성을 가진 핫플레이스를 방문하는 계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고려해야한다.

후보지 탐색

보편적인 맛집이 아닌 최근 트랜드인 맛집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검색을 위해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여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상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한다.

후기 찾기

다양한 플랫폼의 후기를 한눈에 확인하여 비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양한 플랫폼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사용자가 한
곳에서 확인하도록 고려해야한다.

[그림 3]에서 현재 서비스와 매칭 되지 않은 니즈는
회색으로 표시함으로써 멘탈모델을 확인할 때 용이
하도록 하였다.

기회 요소

그림 3. 멘탈모델 중 ‘검색 및 찾기’ 일부분

이동 반경에
따른 정보 확인

가게에 대한
정보확인

지도 검색

검색 후 저장

사용자가 선정하여 방문 예정인 맛집, 카페 근처의 다양한
콘텐츠적인 정보를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동 루트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방문할 핫플레이스의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사운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실시간 품절 현황 및 대략적인
품절 시간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웨이팅 현황,
회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후보지를 사용자가 검색할 때, 다같이 한번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검색 플랫폼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에 핫플레이스를 검색하는 경우, 지난 날 사용자가
저장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변수로 인한
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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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7. 김소희, 노가리골목 ‘20대엔 핫플레이스, 70대엔
단골가게’ 할아버지가 가던 술집, 손주가 가기

6.1 연구 결론

시작했다, 이코노미 조선 (2019)

Z 세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향후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로 국내외 기업들이 빠르게
Z 세대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서비스 변화를 맞이하고

http://bit.ly/2XMly6B
8. 나스미디어,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 2019
NPR(2019) 31

있다. 본 연구는 Z 세대의 모바일 사용 행태 중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멘탈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멘탈모델의 행동기둥별 기회

9. 대학내일20대연구소, 트렌드 MZ 2019, 한빛비즈

요소와 Z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10. 모바일인덱스, 대한민국 Z세대 모바일 앱 사용 분석,
아이지에이웍스(2019)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Z 세대의
니즈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및 기대 요소를
제공하여 향후 Z 세대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 및 현
서비스 경험 개선 기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Z 세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하고
활용하는 경험에 대한 멘탈모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이 여성과 소비
집단인 성인으로만 한정 지어 진행한 한계가 있다.

(2019)

http://bit.ly/2rDywYI
11. 박혜숙,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Z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6) (2016) 757758
12. 안희정,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Z 세대를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Z 세대 외에도 다양한 세대 집단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세대 간의 특성 차이에 대한
차이점을 도출하여 Z 세대의 명확한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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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도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까, ZDNet Korea(2018)
http://bit.ly/2stH6tv
13. 오수연, Z세대를 주목하라, 마케팅, 52(1)(2018),
57-62
14.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19,

오픈서베이(2019)
15. 임희수, 20대는 인증이 좋아요, 대학 내일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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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Z 세대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멘탈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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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Z 세대 핫플레이스 위치정보 경험에 대한 멘탈모델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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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

With the ubiquity of smart devices and the aging
population，more and more elderly people begin to
use smart devices. Their main application ranges
from phone calls and messaging to payment and
navigati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valuation of usability of smart device for the
elderly. However, few of them were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of the elderly people in
smartphone photography. This study took the elderly
people as the target to research on their experience
of using photo-shooting applications. Based on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combined wi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es, this paper
explores the social influence of taking pictures with
smartphones on both the physical and the

Elderly people, Smartphone photography, Photo
social, User experience

psychological aspects.
The results show: 1)The majority of elderly people
use smartphone photography; gender and living
conditions a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shooting
experience, while age is not; Smartphone
photography has changed the way they think and
their life habits; 2)Very few of the elderly share their
photos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because of
the risk of privacy leakage and mis-operation; while
viewing family and friends’ photos could bring them
senses of participation; 3)The main difficulties for
the elderly are album management and the lack of
affordance of the interface elements; 4)The needs of
the elderly people in smartphone photography
cannot be ignored.

1. Introduction
Nowadays, China is highly informative. The national
network ubiquity rate reached 54.3% by 2016, which
was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by 1%. The
proportion of netizens using smartphones had
increased from 95.1% to 96.3% by the end of 2016
and now this proportion is still increasing3.
In addition, China is also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aging population and the fastest growing
rate. The coexistence of informatization and aging
brings both advantages and challenging.
As the smartphone gradually prevailing the elderly’s
lives, taking photos has become more and more
common. Smartphone photography is reconstructing
their communication modes and their ways of
thinking12. At the same time, using smartphones to
take photos and selfies have increased their
happiness and have strengthened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14.
Therefore, many smartphone manufacturers have
focused on cellphone camera, for example Huawei
from China cooperated with Leica from Germany12.
The design of smartphones for the elderly should not
only stay with traditional user interface design idea,
it is necessary to keep up with modern development
trends. This research took smartphone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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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tarting point,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needs of elderly people in smart devices.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elderly from 47 to 89
years old in Nanjing, Jiangsu Province, China, which
analyzed the smartphone photography and
socialization status among the elderly.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China, Nanjing is not only an
important economic center in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but also a research center, an education
base, and an integrated transportation hub. So that
Nanjing is advanced in community service and
community construction in China. The elderly in
Nanjing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external
world, and ar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6. In addition, the elderly
community in Nanjing has a large base number, a
rapid growth speed, and a high percentage of welleducation2. Therefore, choosing Nanjing as a
research place guaranteed a certain proportion of
smartphone holders, and the basic communications

2.2

Workshop Procedure

We collected multi-angle facial data by conducting a
workshop called "Mobile Photo Gallery" - Freezing
Your Best Moment.
The space in which the survey was divided into three
main functional areas: a) The portrait-shooting
section；b) The photo-selecting and score-marking
section; and c) The print-waiting and interview
section.
The workshop process included five steps:
1） Introducing to the workshop （ shown in
figure1）;

between the investigators and the elderly.

2.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in a number of places in
Nanjing city where the elderly often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including local activity centers,
nursing homes, and public spaces such as parks, and
bus stops. This survey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common functions used on smartphones, and

Figure 1. Workshop Introduction

2） Taking portrait（shown in figure 2）;

photo-shooting on smartphones. There were 169
valid questionnaires retrieved and analyzed in total.
Volunteers also kept tracking and recording the
elderly’s behavior in this activity, helping us
understand how senior people think and act better.
2.1 Purpose
There are two purposes of this survey: 1)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using smartphones
and taking photos with their smartphones, and to
figure out if this has changed their social interactions
in the elderly through interviews; 2) collecting
multi-angle facial data of the elderly to provide
materials for subsequent research on intelligent

Figure 2. Portrait Shooting

3） Marking scores of the photos, and selecting the
highest one for printing (shown in figure 3);

optimization of imag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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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
3.1

Figure 3. Marking scores and Photo Selecting

4） Waiting for printing and getting interviewed by
questionnaire;

Survey result

As shown in Table 1, most of the elderly preferred
smartphone photography, in which female showed
more interests than male did.
Most of our respondents who were interested in
smartphone photography were around 60 years
old（Table 2）. There are about 57.1% people over
75 years old interested in taking photos, which is
quite opposite against traditional hypothesis that
people over 75 were not interested in taking photos
with smartphone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age
may not be a main factor of smartphone
photography.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photography

Do you
take
photo?

Male

Female

Yes (%)

63.4%

73.6%

Gender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hotography
Figure 4. Health Consulting

Do you
take

5） Getting the printed photos and leaving.

Age
45-55y

55-65y

65-75y

Over
75y

28.9%

77.3%

59.7%

57.1%

photo?
Yes (%)

People with certain academic background shared a
large percentage in smartphone photography, which
was corresponded to other research findings that
their cognitive and learning abilities of the interface
are quite strong 7（Table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hotography

Figure 5. Print Photo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void the elderly’s
being bored and anxious in each section, health
consultant (shown in figure4) and nutrition
consultant were also arranged (shown in figure 5) in
certain areas as occasions for social chatting.

Do you
take
photo?

Under
primary
school

Undergraduate
education

education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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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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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people living by themselves showed little
interest in smartphone photography, mainly related
to
their
family
compositions
and
living
habits（Table4）.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living condition and
photography

Do you
take

Living alone

Living with others

Yes (%)

62.5%

72.1%

Publish
on
social network

Sample
Percentage

focusing on their motivation of the smartphone
photography, usage and selfie. As shown in Graph 1,
the top 2 Apps used by elderly are wechat and phone

role in elderly’s daily life.

Table 5. Smartphone photography function

Function

In the workshop we interviewed 35 elderly people,

call. These two apps are related to social
communications. Therefore, they are the most
popular apps in China. News, smartphone
photography and video, which can be categorized as
entertainment applications, are next three apps in the
ranking list. Over 14% of interviewees claimed they
took photos almost every day. It indicates that
smartphone photography has become a very essential

Living condition

photo?

3.2 Workshop result

Private
Sharing

Graph 1. Smartphone application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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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in Table 5, Most of the elderly people
preferred to share their photos privately, while only a
few published their photos on social network. Other
usages of the photos included making electronic
photo albums and videos. Furthermore, in the
interview afterwards, it showed that people who use
their photos for other usages were more skilled and
had a higher requirement for smartphone
photography.

Graph 2. Motivation of smartphone photography

Motivation

Table 6. Problems with smartphone photography
50

Problem

Pa

Pb

Pc

Pd

Pf

Sample

138

57

145

115

34

30

Percentage

81.7

33.7

85.8

68

20.1

20

（Pa. Album management; Pb. Interface; Pc. Focus;
Pd. Icons; Pf. Others）

10

40

As shown in Table 6, The main problems of their
using photography focused on ：1）Lack of
knowledge of album management； 2）Complexity
and ambiguity of camera interface. These may be
related to the elderly preferring to be more realistic
icons1.

0
Record

Selfie

People

Landscape

In addition, the elderly usually like taking photo of
people and landscape (see Graph 2). Some other
people record their lives by smartphone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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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However, most of them do not like to
take selfies (Graph 3).
Graph 3. Selfie Frequency

Selfie
60
50
40
30
20
10
0
Frequently

Occasionally

Lászlóv
Moholy-Nagy
said
that
"
a knowledge of photography is just as important as
that of the alphabet." It is inferred that in the future
the use of cameras will be so common that even the
illiterate is capable of using it10. Nowadays, what
attracts people's attention more is smartphone
photography. The smartphone screen has become the
third eye, and limits our view to a 5-inch screen
through which the world can be seen.
The use of personal smartphones in China continues
to increase. We believe this research has spurred
mor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digital images
and the way we view the world in the era of
smartphones.

Rarely

3.3 Observation result
The most interesting part for the elderly in the survey
process is taking their own photos. In particular,
many elderly people had not taken portraits for
many years. Although some had taken portraits
before the survey, they were not under proper
guidance so tha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photo taken. However, there were professional
photographers in our survey, and the elderly could
pick out the most satisfying photo and print it out.
They were willing to answer more during the
interviews, which made the whole progress much
easier and more fluent.
In addition, people paid more attention to the score
marking section, which resulted in much more useful
information than other parts of the survey progress.
Many of the information were unexpected, such as
personal believes,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worth further study
in the future.
Last but not least, the accompanied chatting with
elderly was also welcomed during the survey
progress. Much of the chatting were also involved
with smartphone photography and other technical
problems, in which a lot of information were shared
with the investigators.
This is in accordance with other researchers'
experiments4.

4. Discussio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smartphone photography used by elderly people, as
well as the influences on their social lives.
4.1 Photos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artin Heidegger once predicted: “We are
experiencing ‘The age of word picture.’” The “world
picture” does not refer to a picture of the world, but
to the world being captured as a picture. With the
mass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consumption of
digital cameras and smartphone photography, our
daily lives are filled with personal photographs.
Personal photography has become the important
information content and the intermediary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tur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has become the main purpose and
mode of communication of personal photography.
Personal photography has undergone a series of
changes in today's “social network era”, and the
transformation of personal photography reflects the
chang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social
networks13.
In this study, we can indeed see the elderly as a
special group. Smartphone photography is enriching
and changing their daily lives, especially changing
their form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s the result shows, wechat is the most used
application in their life compared with other
applications. Some of our interviewees, such a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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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 (62 years old) said: "Before, the mobile internet
was not as developed, I used to contact with my
friends and family by phone or text message. Because
of the cost, I need limit use time and message
quantity; But there is no such worry after the smart
phones can access the internet and especially the
emergence of wechat, I can send photos to family
and friends when I want to share interesting things
immediately; especially smartphone photography
and photo edited become a quicker way to transfer
information instead of text. "During the interview,
we also found that nearly two-fifths of the elderly
wanted to learn photo editing and electronic album
making. For example, Mr. Li (74 years old)
mentioned that he wanted to learn the editing of
electronic photo albums, for recording his mood
when he was taking photo at that time, and share
others. Wen Zhang also mentioned in her research
that smartphone photography has changed the way
people think and pass information12. This kind of
transformation has helped elderly people increase
their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friends, and
the image instead of the text can convey more
information and imagination and is easier to share8.
4.2

Photography and empathy

A study by researcher Michele Zappavigna found
that the real-time sharing of photos can make
friends and family around them more empathetic,
and when they see the photos sent by others, they
also have a mentality of participating in the scene 5.
Therefore, this also makes many elderly people to
take photo and hope to receive pictures of children
who are not around, or to pay attention on the
wechat moment. The result shows, there are 38.6%
elderly people prefer taking people’s pictures and
27.1% landscapes. For example, Mr. Zhang (78
years old) and his wife (68 years old) were a couple
we interviewed. Their son is abroad and cannot meet
often. Taking photos and videos makes them feel
they are closer than they actually are. Video chat
may not available from time to time, but photos in
wechat moment, in which we share our lives, can
help them know the life of their son's family overseas,
and also make them feel immersed in their lives.

4.3 Smartphone photography problem
According to surveys, more than half of the elderly
do use smartphones for shooting photo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during the operation. For
example, Mr. Zhang (76 years old), mentioned that
although taking pictures indeed to record things, but
sometimes, he can’t find photos in the album, or
because useless photos will not be deleted, a lot of
memory will be occupied, and the mobile phone will
run slower. Ms. Ma (68 years old) said: "I often
can’t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shooting
photos and taking videos, so sometimes I think it’s
taking a picture but actually it’s a video, and it is
unconsciously to occupy a lot of space on my
phone; Focusing and taking photos are either
overexposed or too dark, which is also a waste of
my phone space. " The result also reflect that 85.8%
of elderly people have problems with focusing when
taking photos and 81.7% have problems with album
management. This may be related to the loss of
vision of the elderly, the lack of attention to the
instructions for using the smartphone, and not used
to seeing icons are more accustomed to seeing text,
which is caused by physical,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actors11. In order to further investigate and
analyze in the following study, the current survey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to improve based on the
physiolog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eople.
4.4 Senior people’s needs on mobile photography
The whole interview data shows the majority of the
elderly people using smartphone photography to
record daily life, such us recording things, people
and landscape. There are about 34.3% person choose
to upload photos on the social networks to share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Researchers from
Taiwan have found that senior elderly living alone
need a simpler tool to record life9. A convenient
device allows them to easily record and share their
lives, including photos, video recordings, text
recording, etc., which can be extended by a proactive
social tool to share the wonderful content on various
platforms, thereby expanding the wider social circle3.
It also shows many seniors over 75 years old are also
accustomed to taking pictures with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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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for 57.1% in our study. These groups of
people cannot be ignored. Because with the
improvement of people's health and the increase of
life expectancy, the senior elderly needs urgently
some intelligent equipment suitable for their ag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exp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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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환아는 실행 기능
결함으로 일상생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ADHD 환아는 과업 수행 중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업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과업 실패가 잦다. 본 연구에서는 ADHD 환아가
일상생활 과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행
기능 보조 도구 보이스 컴패니언봇 디자인 과정을
다루고 있다. 보이스 컴패니언봇이 디지털 치료제적
가치와 사용자 친화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아래 3 가지 내용을 시나리오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첫째, 기본 대화 구조로 자기 지시 훈련 단계인 ‘목표
정하기(Goal), 계획 세우기(Plan), 실행하기(Do), 점검
하기(Check)’ 구조를 반영한다. 둘째, 3 가지 스캐폴딩
전략이 세부 스크립트에 반영되었다. 셋째, 스크립트를
Google Dialogflow 환경에 적용하는 7 가지 디자인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발 과정은 향후
VUI 제품 디자인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더불어 개발한 보이스 컴패니언봇은 ADHD 환아에게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컴패니언봇(CompanionBot),
보이스봇(VoiceBot), VUI(Voice User Interaction),

디지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1. 서 론
국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유병률은
5.9~8.5%로 조사되어, 초등학교 한 학급당 적어도
1~2
명은
ADHD
환아로
추정된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우리나라 19 세 이하
연령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정신 질환이 ADHD 임을
보고하여, ADHD 가 아동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병임을
밝혔다[2].
ADHD 환아는 과업 수행 중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업 완성까지 수행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쉽게 산만해지고 일상적인 활동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ing) 결함으로 나타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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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DHD 환아는 실행 기능 문제로 과업 수행에 대한
실패가 빈번하다. 과업 실패는 주변 친구, 교사,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형성하는 이차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4].
따라서 ADHD 환아가 일상생활에서 과업을 끝까지

대한 어려움을 보인다[10]. 즉, 과업의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 시간 안에 수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는 기술(skill)이 아닌, 수행
(performance)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11]. 이에
대한 중재 방법으로, 복잡한 과업을 작게 세분화하여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행을 돕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12].

ADHD 는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핵심 증상을 호전시키고,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비약물적 치료가 병합되어야 효과적이다
[6]. 실제로, 행동적 부모 훈련(behavioral parent
training), 특수 교육적 개입(행동 개입, 학습 개입, 자기
조절력 개입, 사회적 효능감 향상 전략),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5].

6 개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ADHD 환아의 아침
일상생활을 도와준 연구가 있다[13]. ADHD 환아의
아침 생활에서, 양치하기, 옷 입기, 약 먹기, 핸드폰
챙기기, 열쇠 챙기기 등의 과업이 일어나는 장소에
프로토타입을 미리 설치하고, 정한 시간에 알람을 주어,
과업이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과업 수행 세부
절차를 실행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은 다루지 않아,

결론적으로, ADHD 치료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6].

복잡한 과업 수행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달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기존 약품을 융합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질환을 치료, 예방, 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가 주목받고 있다[7].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 개인의 모니터링을 통한 홈
케어가 용이하며, 환자 각자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치료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해결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HD 환아의 일상생활 과업 수행을
돕는 보이스 컴패니언봇이 치료제적 가치와 사용자
친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2. 이론적 배경
2.1 ADHD 와 실행 기능
ADHD 는 주의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의학적 질환이다[6]. 실행 기능
장애는 ADHD 환아의 주요 특징이다. 실행 기능은
인간의 목표 지향적 사고, 행동, 정서를 통제하는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말한다[8]. 일과를 계획적으로
보내거나,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거나, 과제를 마칠
때까지 꾸준히 수행하는 것에 실행 기능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ADHD 환아는 이러한 일상생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
실행 기능 결함으로 ADHD 환아는 OTMP
(Organization, Time Management, and Planning)에

본 연구에서는 과업 수행 세부 절차를 ADHD
환아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 복잡한 과업도 스스로
2.2 자기 지시 훈련
자기 주도적 담화(self-directed speech)는 아동이
과업 내용을 자신에게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14]. 특히, 문제 해결 단계에서 아동이 자기
지시적 단계(self-instructional steps)를 통해, 소리
내어 말하고, 내면화하고, 회상하는 학습 단계를 거치면,
해당 과정이 익숙해져 일상적 활동 및 특정 상황에서
해당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15].
인지 기반 작업 수행(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ional Performance) 이론은 메타 인지 중재
방법에 속한다[16]. 이 이론은 대상자가 스스로 원하는
목표 활동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습득한 전략을 다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일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7]. 자기
지시적 학습 단계인, ‘목표 정하기(Goal), 계획 세우기
(Plan), 실행하기(Do), 점검하기(Check)’에 기초를 둔
방법이다[18]. 목표 기반의 행동을 장려하는 중재
방법은 ADHD 환아의 행동 발현을 도울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 다룬 보이스 컴패니언봇은, 자기 지시적
학습에 기초를 둔 ‘Goal-Plan-Do-Check’ 과정을
기본 대화 구조로 갖추고 있다. 이 기본 구조에 ADHD
환아가 집에서 수행하는 일상생활 속 과업을 대화
콘텐츠로 적용한다. 컴패니언봇은 ADHD 환아의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과업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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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ADHD 환아의 일상생활 과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고지해줌으로써 과업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이스 컴패니언봇 디자인 및 개발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컴패니언봇 시나리오에 1)
자기 지시 훈련이 바탕이 되는 Goal-Plan-Do-Check
구조 적용과 2) 언어적 스캐폴딩 요인을 스크립트에
적용한 것으로 디지털 치료제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3)
제작한 스크립트를 Google Dialogflow 환경에서
VUI(Voice-User Interface)화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 가치를 적용하였다.

4. 보이스 컴패니언봇 디자인 과정
4.1 Goal-Plan-Do-Check 구조 적용
그림 1 블루프린트와 같이, ADHD 환아가 ‘목표
정하기(Goal), 계획 세우기(Plan), 실행하기(Do),
점검하기(Check)’의 구조로, 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Goal 은 목표 과업을 ADHD 환아와 부모가 함께
선정하는 단계로, 부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 주 동안
진행할 과업 3 가지와 진행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과업 세부 절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Plan 은 목표로 선정한 과업을 환아 스스로 떠올리고
진행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계획한 과업
시간에 어떤 과업을 해야 하는지 보이스 컴패니언봇
에이전트 뽀미가 환아에게 질문하게 되고, 환아는 해당
내용에 대해 대답하며 확인하게 된다. 혹은 환아 스스로
각 과업을 시작하는 키워드를 정해놓은 시간 전후에
발화하면, 뽀미와의 대화가 시작하게 된다.
Do 는 환아가 과업의 세부 절차를 뽀미와 대화하며
진행하는 단계이다. 뽀미는 과업 세부 절차에 해당하는
대화를 진행하며, 과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환아를 돕는다.
Check 는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이다.
환아는 매일 저녁에 뽀미에게 과업 수행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모와 환아는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으로 부모는 환아에게 칭찬 혹은 격려를 하며
과업 수행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선행 연구와 ADHD 부모 인터뷰를 통하여, ADHD
환아가 어려워하는 과업 10 가지를 아래 그림 8
애플리케이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정하였다[19, 13].
‘내일 학교 갈 준비하기’ 과업에 대한 시나리오 예시는
아래 그림 2 과 같다. 각 시나리오는 해당 시간에
진행할 과업을 에이전트 뽀미와 확인하고 세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림 1 Goal-Plan-Do-Check 구조가 반영된 블루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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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도움 주기(hint)
도움 주기는 아동의 이해 혹은 발화를 돕기 위해 대답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2]. 환아 스스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떠올리는 것은, ‘Goal-PlanDo-Check’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뽀미의
질문에 대하여 환아가 모른다고 하거나 잘못
대답하였으면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움을 주고,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질문을 변형하여
제공한다.

그림 2 내일 학교 갈 준비하기 예시
그림 4 도움주기가 적용된 시나리오

4.2 언어적 스캐폴딩 요인 적용

4.2.3 참여 유도(recruitment)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는 학습
과정에서,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는
개념으로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시하였다[20].
스캐폴딩은 과제 수행 맥락에서, 아동이 혼자 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의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가 있으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21]. 보이스 컴패니언봇 시나리오에 이세민이
정리한 언어적 스캐폴딩 중 3 가지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다[22]. 아래 예시는 ‘내일 학교 갈 준비하기’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2.1 칭찬하기(praise)
칭찬하기는 아동의 발화를 칭찬하는 것을 말한다[22].
환아가 각 과업 수행을 마치고 대답을 하면, 에이전트

참여 유도는 아동의 발화 및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22].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실행 기능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으로 유사한
개념을 명명하고 있다[23]. Anderson 은 실행기능 세부
요인을 주의 제어, 인지적 유연성, 목표 설정, 정보
처리로 두었다. 주의 제어는 과업 수행 중 다른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 인지적
유연성은 새로운 과업으로 전환하거나, 다음 세부
절차로 전환할 때의 능력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세부 절차 수행 중 환아가 무응답 상태일 때, 현재 수행
중인 과업 혹은 세부 절차의 상황을 알려주어, 환아의
참여를 유도하고 끝까지 진행 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

뽀미가 아래 그림 3 처럼 칭찬하게 된다.

그림 3 칭찬하기가 적용된 시나리오

그림 5 참여 유도가 적용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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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실행에 대한 키워드를 2 개 이상으로 구성하기

4.3 Dialogflow 환경에 적용
Google 대화형 플랫폼인 Dialogflow 빌더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시나리오를
탑재하였다.
Dialogflow 를 통한 한국어 및 어린이 말소리 인식률이
아직 낮은 상황이다. 시나리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 7 가지 과정을 반영하여 각 스크립트에
VUI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래 예시는 ‘내일
학교 갈 준비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인식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한 가지 키워드 발화 만을 요구하면 계속 실패
처리(fallback)될 수 있다. 스크립트에 반영한 키워드
인식이 실패할 것을 고려하여, 두 가지 이상 키워드를
환아가 발화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7 과 같이, ‘필통 넣었어’ 혹은 ‘필통 완료’를
발화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

4.3.1 대답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컴패니언봇 에이전트 뽀미는 환아에게 세부 절차
수행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환아의
대답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며 다음 세부 절차가
진행된다. 환아 대답에 대한 뽀미 응답의 경우의 수는
모두 3 개 이상으로 두어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6 에서는 뽀미의 말에 대하여 ‘실행함’과 ‘실행 안
함’, ‘무응답’, ‘실행함/실행 안 함 외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환아의 응답에 대해 ‘실행함’으로 유도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림 7 실행에 대한 키워드를 2 개 이상으로 구성하기

4.3.5 의문문 형태로 스크립트화하기
Dialogflow 환경에서 문장을 의문문으로 출력하는
문장 형태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예시로, ‘~ 할래?’,
‘~ 했어?’ 등이 평서문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럴 때, ‘네가 말해줘’, ‘뽀미에게 말해줘.’ 등을
그림 6 대답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추가하여, 환아가 대답 할 수 있게 스크립트화하였다.

4.3.2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Paraphrasing)

4.3.6 대답에 대하여 분명하게 요구하기

동일한 문장만이 계속 출력되면 ADHD 환아가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림 3 의 뽀미의 대답 발화처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문장을 3 개 이상 작성하고
랜덤으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4.3.3 예상 가능한 키워드 학습시키기
환아가 키워드를 대답하여 진행되는 로직에서,
환아가 대답할 수 있는 키워드와 반복할 때 자연스럽게
말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모두 반영하여
Dialogflow 에서 학습시키려 한다. 예로 그림 6
실행함의 ‘가방 챙겼어’의 경우, ‘준비했어’, ‘준비 완료’,
‘했어’ 등을 대답할만한 키워드로 선정하였고, ‘가방
챙겼다고’, ‘가방 챙겼다니까’ 등을 반복에 대한
키워드로 선정하여, 20 개 이상의 학습 문구(training
phrases)로 학습시켰다.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환아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림 6 예시처럼 ‘무응답’
혹은 ‘실행함/실행 안 함 외 응답’에 대하여, ‘실행함’
혹은 ‘실행 안 함’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게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 ‘했으면 가방 챙겼어라고 해줘.
안 했으면 아니라고 해줘’라고 뽀미가 발화하여, 환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법한 상황을 피하였다.
4.3.7 발음이 어색하지 않게 수정하기
Dialogflow 의 경우 TTS(Text to Speech)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맞춤법에
어긋나지만 ‘했었잖아’를 ‘했었자나..’로 바꾸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문장부호 ‘,’를 사용하면 끊어서 읽는
경향이 있어, ‘,’를 사용하여 또박또박 발화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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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토타입 제작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ADHD 환아가 사용할 라즈베리파이
기반 보이스 컴패니언봇과, 컴패니언봇 연결 및 환아의
과업 수행 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컴패니언봇 외관은 반구
형태로 디자인되어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DHD 환아가 일상생활 과업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행 기능 보조 도구 보이스
컴패니언봇 디자인 과정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컴패니언봇에 디지털 치료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나리오에 자기 지시 훈련 바탕의 GoalPlan-Do-Check 구조를 적용하였다. 또, 3 가지
언어적 스캐폴딩 전략을 1) 칭찬하기, 2) 도움 주기, 3)
참여 유도로 구체화하였다. 사용자 친화적 가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Dialogflow 환경에 대한 7 가지 VUI
디자인 전략을 적용하였다. 1) 대답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2)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3) 예상
가능한 키워드 학습시키기, 4) 실행에 대한 키워드를
2 개 이상으로 구성하기, 5) 의문문 형태로
스크립트화하기, 6) 대답에 대하여 분명하게 요구하기,
7) 발음이 어색하지 않게 수정하기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보이스 컴패니언봇 디자인 및
개발 과정에 그쳤다는 것이다. 향후 ADHD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평가를 진행하여, 개발한 보이스
컴패니언봇의 치료적, 사용자 경험적 측면을 확인할
예정에 있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창업성장기술개발 - 19 년 디딤돌 2 차
과제”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그림 8 보이스 컴패니언봇 외관, 애플리케이션 일부

디자인한 시나리오 프롬프트가 출력할 수 있도록
Node.js 로 자체 서버를 구현하였다. 환아 발화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즈베리파이에 탑재 가능한
Dialogflow API 사용 컴패니언봇을 제작하였다.
환아와 부모가 스케줄을 이벤트값으로 입력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고, 입력한
스케줄 데이터를 보이스봇에 가져와서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개발 내용 구성도는
그림 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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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챗봇은
텍스트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텍스트읽기 환경에서 시각 이미지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업형’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거나,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험물을 가지고 피실험자
100 명에게 대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업형
챗봇과의 대화에서 챗봇 이미지가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챗봇 이미지가
사용될 경우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챗봇 이미지가 실제로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챗봇을 신뢰하고 호감을 가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각 과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유통과 통신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는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챗봇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챗봇, 과업형 챗봇, 챗봇 이미지, 사용자 경험

1. 서 론
챗봇은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텍스트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필 이미지나 이모티콘과 같은 챗봇
이미지는 대화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된다. 이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시각요소를 활용하는 챗봇이 생겨나고 있으며 챗봇

이미지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챗봇
이미지 관련 연구는 흥미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비과업형 챗봇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과업형 챗봇에 대한 챗봇 이미지 관련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강민정(2018)은 심리상담
분야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챗봇 프로필 이미지를
연구하였고, 전서영(2019)은 유통 분야에서 유통
브랜드에 적합한 챗봇 프로필 이미지와 이모티콘을
연구하였다. 이에 좀 더 다양한 과업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과업형 챗봇의 사례를
살펴보면 ‘챗봇 이미지’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다가 생기기도 하는 등 정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Tufte 와 같은 학자들은 부가적인
시각적 이미지가 정보와 데이터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든 다고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업형’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차트, 설문조사 등
집중을 요하는 텍스트읽기 환경에서 시각 이미지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업형 챗봇과의 대화에서 챗봇
프로필 이미지, 이모티콘과 같은 챗봇 이미지가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측면에서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챗봇 이미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물을 제작한다. 이후
실험을 진행하고 대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2. 이론적 배경
과업형 챗봇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기에
앞서 과업형 챗봇과 챗봇 이미지의 정의를 알아본다.
그리고 나서 과업 내 이미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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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챗봇의 정의 및 기능적 분류
챗봇은 채팅하는 로봇으로 사람을 흉내 내어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이다[1].
챗봇은 그 기능에 따라 과업형 챗봇과 비과업형
챗봇으로 분류할 수 있다[2]. 과업형 챗봇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 예로 금융, 유통, 의학, 지원 서비스 분야의 챗봇이
있다. 비과업형 챗봇은 흥미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감성적인 대화를 통해 사용자와의 관계를
구축한다. 그 예로 심리상담, 운세, 수다, 친구 챗봇이
있다[3]. 분류한 ‘명칭’이 위와 다를 뿐, 뒤에서 살펴볼
많은 선행연구에서 챗봇의 기능적 분류에 대해 비슷하게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한나&이지현(2019)은
킨조(Kinjo)의 연구[4]를 참고하여 챗봇을 과업형,
비과업형 챗봇으로 분류하였다. 강민정(2018)은 챗봇을
태스크 중심, 대화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Mikio
Nakano(2006)는 챗봇을 task 중심과 non-task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Qiao Qian(2017)은 챗봇을
태스크 중심, 대화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2.2 챗봇 이미지
챗봇은 많은 시각적 이미지들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챗봇 프로필 이미지와 이모티콘은 챗봇의 이미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서
챗봇 이미지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김병주(2018)는 챗봇의 GUI 요소를 레이아웃, 타이포,
프로필 이미지, 이모티콘, 아이콘으로 분류하였고
유한나(2018)는 챗봇 UI 요소를 말풍선, 프로필 이미지,
캐릭터, 옵션창으로 분류하였다. 강민정(2018)은 챗봇
이미지를 챗봇 프로필 이미지로 정의하고 챗봇 프로필
이미지를 로봇, 동물, 사람, 추상적 이미지로 나누었다.
그는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챗봇의 프로필 이미지에
대해 연구했는데, 사용자들은 재미를 위한 대화를 할
때에는 로봇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에는 사람의 이미지를 선호하며, 3D 보다는
2D 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챗봇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챗봇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챗봇 프로필 이미지와
이모티콘을 ‘챗봇이미지’ 로 통칭하기로 한다.
2.3 이미지의 효과
이미지는 텍스트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Borgo(2012)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정보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Bateman(2010)은 차트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메시지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

Luor(2010)은 과업형 대화에서의 부정적 이모티콘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긍정적 이모티콘은 여성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Couper(2004)은 웹
설문조사에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하면 관심과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미지는 이해력, 기억력,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한편, Tufte 와 같은 전문가들은
시각적 이미지가 장식적으로 더해질 경우 정보나
데이터의 해석을 방해한다고 하였다[5].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업형’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4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와 상호작용
하면서 느끼는 감정, 지각, 선호, 신념,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반응과 태도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6].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사용자 경험 요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분류되고 정의되었는데, 도널드 노먼은
사고적 디자인, 본능적 디자인, 행동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적
디자인은 목적 지향적인 행위를 위해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 의미 및 이해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와 관련이 있다. 본능적 디자인은 주로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들이 얼마나 좋은 느낌을 받았는
지를 나타내는 “선호”와 관련이 있다. 행동적 디자인은
편리함 중심의 디자인이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능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챗봇에 대한 사용자의 사고와
감정을 중심으로 사고를 “이해도”, 감정을 “선호도”로
명명하여 사용자 경험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챗봇을 평가하는 척도로 필수적인 요소로는 “신뢰도”가
있다. 신뢰성(reliability)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며,
김동호(2018)의 연구에 의하면 챗봇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챗봇 서비스 이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신뢰도”를 추가하여, 챗봇 서비스 이용 시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와 챗봇 이미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사례분석
과업형 챗봇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챗봇으로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챗봇 개발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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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위 분야로 한정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테크나비오(2018)에 따르면 챗봇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위 5 개 분야는 금융,
유통, IT&통신, 헬스, 항공&여행이다[7]. 그 중
국내에서 챗봇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금융,
유통, IT&통신 분야이다. 사례분석에 선정된 챗봇은
국내에서 출시된 챗봇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챗봇을
개발한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이거나 챗봇 출시
또는 개발에 대한 뉴스 기사가 언급된 적이 있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챗봇은
현재도 계속 개발 중이므로 2019 년 6 월 13 일을
기준으로 개발되거나 리뉴얼된 챗봇으로 한정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 과업 분야별로의 챗봇 이미지
사용여부와 그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1. 국내 금융 챗봇 사례분석

기관명

서비스명

통신

통신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캐릭터

유/무

로고

무

농협은행

금융봇

2D

우리은행

위비봇

없음

하나은행

HAI

2D&3D

신한은행

쏠메이트

없음

국민은행

똑똑이

2D

로봇

무

현대카드

버디

2D

사람

무

신한카드

Talk 상담

없음

롯데카드

로카

3D

삼성카드

샘

없음

국민카드

큐디

2D

사람

유

라이나생명

-

2D

로고

무

DB손해보험

알림톡

2D

로고

무

삼성생명

따봇

2D

로봇

무

흥국화재

흥미봇

2D

로고

무

대신증권

벤자민

2D

사람

유

무
사람

유
무

무
동물

유
무

표 2. 국내 유통 챗봇 사례분석

인터넷
쇼핑

기관명

서비스명

무

SSF SHOP

SSF톡

2D

로고

무

아리따움

아리엘

2D

로고

무

스타일쉐어

모냥

3D

동물

유

롯데백화점

샬롯

2D

로고

무

헤이봇

2D

로고

무

신세계백화점

SSG챗봇

2D

로봇

무

AK&

베이비케이

3D

로봇

무

(중단)

기관명

서비스명

프로필 이미지

이모티콘

LG전자

LG전자챗봇

그래픽

캐릭터

유/무

2D

로봇

무

삼성전자

삼성전자챗봇

2D

로봇

무

CJ헬로

우디

2D

사람

무

LG유플러스

U봇

2D

로봇

유

KT

케이톡

3D

동물

유

분석 결과, 첫째, 챗봇 프로필 이미지의 그래픽 유형은
2D 형이 25 개, 3D 형이 6 개로, 2D 형이 월등히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 둘째, 챗봇 프로필 이미지의 캐릭터
유형은 로고형이 9 개, 로봇형이 12 개, 동물형이 4 개,
사람형이 6 개로 대체적으로 로고형과 로봇형이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 셋째, 이모티콘의 경우 9 개만이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6 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사례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강민정(2018)의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가진 대화할 때 다른 캐릭터
유형보다 사람형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과업형 챗봇 사례에서는 다양한
캐릭터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지의 중요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대체로 프로필 이미지만 쓰여지고 있을 뿐
이모티콘은 잘 쓰여지고 있지 않았다.

4. 연구방법

챗봇 이미지
유통

로봇

챗봇 이미지
IT&

이모티콘

그래픽

3D

표 3. 국내 IT&통신 챗봇 사례분석

지원

프로필 이미지

푸디

현대백화점
백화점

챗봇 이미지
금융

동원F&B몰

프로필 이미지

이모티콘

그래픽

캐릭터

유/무

11번가

마트봇봇

2D

로봇

무

인터파크

톡집사

2D

사람

유

티몬

티모니

2D

동물

유

롯데닷컴

상담톡

2D

로고

무

SSG닷컴

SSG챗봇

2D

로봇

무

신세계몰

SSG챗봇

2D

로봇

무

이마트몰

SSG챗봇

2D

로봇

무

지금까지 챗봇 서비스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과 사용자 경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지가 텍스트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챗봇
서비스에서는 챗봇 이미지가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물을
제작하였다. 실험물인 챗봇 대화 유형을 이미지 유무에
따라 챗봇 이미지가 있는 대화, 챗봇 이미지가 없는
대화로 나누었다. 또한 각 과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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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분야 별 챗봇 이미지 유무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3 가지 과업 분야에 따라 또다시

사람들의 실험 참여를 제한하였다. 그림 2 에 챗봇
이미지 유무와 과업별로 제작한 실험물에 대해 정리했다.

나누었다. 실험은 대면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4.1 연구모형 및 가설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본 연구는 과업형 챗봇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로, 챗봇의 대화 유형을
챗봇 이미지가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으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과업 분야인 금융, 유통,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챗봇 대화 유형이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챗봇 이미지가 있는 유형은
(1), 챗봇 이미지가 없는 유형은 (2), 과업 분야는 금융을
(A), 유통을 (B), 통신을 (C)로 명명하였다.

먼저 “과업형 챗봇 대화에서 챗봇 이미지의 유무에 따라
사용자의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업(금융,유통,통신)에 따라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4.2 실험물
사례분석 결과에 따라 챗봇이미지 유무에 대한 실험물은
다음과 같다. 챗봇 이미지가 있는 대화 유형에는
말풍선과 함께 챗봇 프로필 이미지와 이모티콘이 있으며,
챗봇 이미지가 없는 대화 유형에는 말풍선만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래픽 유형은 2D 로, 캐릭터
유형은 사람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통, 여행,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챗봇 캐릭터인
인터파크 톡집사를 채택하여 선정한 3 가지 과업 분야에
맞게 커스텀하여 실험물을 제작하였다. 이에 과거에
인터파크 톡집사를 본 적이 있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금융

챗봇 이미지
O

실험기간은 2019 년 9 월 2 일부터 10 월 20 일까지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메신저 사용에 익숙한 20~40 대
100 명을 선정하였다. 남자 49 명, 여자 51 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20 대 70 명, 30 대 26 명, 40 대 4 명으로
나타났다. 실험진행은 먼저, 무작위로 선정한 3 가지의
챗봇 대화를 보여주고 인터뷰를 실시한다. 1 가지의 챗봇
대화를 볼 때마다 1 번의 인터뷰를 실시하며 질문으로는
사용자가 챗봇과 나눈 대화 내용 전체를 순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들의 응답을 기록하고 응답에 대한 5 점 척도의
평가를 진행한다. 이해도에 대한 모든 평가 항목 및
방식은 Scotte(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둘째,
인터뷰가 모두 끝나면 참가자는 신뢰도와 선호도에 대해
5 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학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 실험자 별로 보게되는
모든 챗봇 대화의 순서와 유형은 랜덤으로 주어졌다.
또한 실험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를 위해서 모든
실험자들에게 설문조사 후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챗봇 대화

4.3 실험대상 및 실험방법

유통

통신

5. 연구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1.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둘째, 다시 과업 분야 별로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5.1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사용자 경험 분석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이해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6.294, p<.001). 신뢰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924, p<.001).
선호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 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12.676, p<.001). 즉,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모두 챗봇
이미지 ‘있음’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2 금융 분야

챗봇 이미지
X

그림 2 실험물 유형

금융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이해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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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챗봇 이미지

평균

있음

4.25

.93

없음

3.49

1.15

있음

3.96

.74

없음

3.62

.73

있음

3.96

.74

없음

3.62

.73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T

P

6.294

.000***

3.924

.000***

3.924

0.000***

표준편차

표 4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사용자 경험 차이 분석

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319, p<.05). 신뢰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576,
p>.05). 선호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5.643, p<.001). 즉, 금융 분야에서는
이해도, 선호도 측면에서 챗봇 이미지 ‘있음’이 더
효과적이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챗봇 이미지 유무 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피실험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챗봇 이미지를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챗봇
이미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금융 챗봇이 계좌 이체
태스크(task)를 수행할 때 부담을 느꼈다.

“챗봇 이미지가 방해가 된다. 계좌 이체를 할때 챗봇
이미지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실수를 할 것 같다.”
통계결과와 인터뷰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는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유통 분야
유통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이해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247, p<.01). 신뢰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086, p<.01).
선호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8.071, p<.001). 즉, 유통 분야에서는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모두 챗봇 이미지 ‘있음’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실험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챗봇 이미지 ‘있음’과
‘없음’을 비교하여 “챗봇 이미지의 표정덕분에 태스크
수행의 성공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사람같아서
좋다.”라고 답하였다.

5.4 통신 분야
통신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이해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5.425, p<.001). 신뢰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72, p>.05). 선호도 분석결과 챗봇
이미지 ‘있음’이 ‘없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8.792,
p<.001). 즉, 통신 분야에서 역시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모두 챗봇 이미지 ‘있음’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실험자들은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서 “금융 분야와는

다르게 통신 분야에서는 내가 사용한 금액 위주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챗봇이 실수할 것 같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해도 액수가 작기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6.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챗봇 이미지가
있을 때 모든 사용자 경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챗봇 이미지가 실제로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챗봇을 신뢰하고 호감을 가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과업 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통 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는 이해도,
신뢰도, 선호도 모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유통 분야와 통신 분야의 다양한
태스크(task)에서 챗봇 이미지가 활발하게 쓰일 경우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금융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터뷰를 통해 피실험자들은
챗봇 이미지가 필요 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계좌이체를
수행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
분야에서는 챗봇 이미지 유무와는 상관없이 분야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만약
금융 분야에서 챗봇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특정
태스크(task)를 수행할 때에는 챗봇 이미지 사용을
자제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조절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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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요인
이해도

금융

신뢰도
선호도
이해도

유통

신뢰도
선호도
이해도

통신

신뢰도
선호도

챗봇 이미지

평균

표준편차

있음

4.00

0.95

없음

3.54

1.03

있음

3.81

0.65

없음

3.59

0.75

있음

3.64

0.69

없음

2.85

0.72

있음

4.20

0.95

없음

3.48

1.25

있음

3.89

0.86

없음

3.39

0.73

있음

3.87

0.65

없음

2.74

0.75

있음

4.56

0.81

없음

3.46

1.18

있음

4.17

0.67

없음

3.92

0.65

있음

4.03

0.64

없음

3.02

0.50

T

P

2.319

0.022*

1.576

0.118

5.643

0.000***

3.247

0.002**

3.086

0.003**

8.071

0.000***

5.425

0.000***

1.972

0.05*

8.792

0.000***

표 4 챗봇 이미지 유무에 따른 사용자 경험 차이 분석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업형
챗봇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챗봇 이미지 연구
분야에서 과업형 챗봇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과업형 챗봇 사례의 챗봇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과업 분야별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과업 분야별로 챗봇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통제하고 다양한 챗봇 이미지와 과업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과업형 챗봇 이미지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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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멘탈 헬스를 목적으로 하는 챗봇(인공지능, AI
챗봇)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은 일상 생활의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와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Abdalrazaq et al., 2019). 더욱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정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지증강을 위한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시각적 제시에 관한 기초 연구로 정신
건강 인공지능의 사용자 경험 요인과 시각적 제시의
범주를 도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hyunju@yonsei.ac.kr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정신 건강
앱이다. 선행 연구 또한 현대인에게 모바일 앱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Abd-alrazaq et al., 2018; 안순태 & 이하나, 2018).
정신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챗봇은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 상담 원리에 디지털 경험을 더하여 사용자의
정서적 건강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이때, 인공지능의
시각적 제시는 인공지능의 개성 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각 요소를 포괄한다.
이 연구는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사용자 경험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멘탈 헬스케어 인공지능의 시각적
제시와 사용자 경험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앱스토어에서 상용 중인 정신 건강 지원
챗봇 중 사용자 수 및 평가 만족도 높은 대표적인
서비스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의 범위는 주요
기능인 인공지능과의 채팅 인터페이스로 한정하였다.

주제어

2. 이론 고찰

챗봇, 챗봇 디자인, AI 챗봇, Chatbot, Mental

2.1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목적 및 유형

Healthcare, Emotion-aware conversation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테크

1. 서론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가 야기한 정신 건강 문제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 질환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지양하고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Martínez
& Farhan, 2019). 이제 현대인에게 번아웃(burnout),
기분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용어는
낯설지 않으며, 정신 건강의 문제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노출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과 편견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치점에서

서비스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자가 평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Terry & Gunter, 2018). 챗봇 서비스
또한 챗봇이 사용자로 하여금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챗봇 서비스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자살 예방 및 상담 서비스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정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챗봇은 인터랙션 유형에
따라 텍스트 기반, 보이스(음성) 기반, 시각언어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대화 유형은 텍스트 채팅으로 여겨지나, 3
가지 대화 유형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Abd-alrazaq et al., 2018). 텍스트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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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은 문맥과 감정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하며(affective
computing),
음성
기반의
상호작용의 경우는 섬세한 목소리 톤을 생성함으로
확장된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Mensio et al.,
2018).

B
C
D

표 1.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유형과 목적
음성기반

감성

인터랙션 유형

텍스트기반

인터랙션 목적

감정인식 (Emotion-aware conversation)
감정표현 (Emotion-expression)

메시지 상호작용 (Massage interactivity)
예: 적절한(관련된) 대화를 구사하였는가?

즉각성/예측가능성 (Task success)
예: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적절히 지원했는가?

심미성/호감 (Preference)
예: 디자인 요소가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가?

E

시각언어기반
F

오락성/친밀감 (Fun to use)
예: 오락적 재미의 요소가 충분한가?

만족도/유능감 (Future use)
예: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가?

2.3 시각적 제시와 사용자 경험
2.2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사용자 경험 요인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사용자 경험 요인은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요소와 챗봇의 경험 요소를
고려하되, 각 목적에 맞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또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유은 (2012)은 멀티
디바이스의 사용자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표면적 요소(인지적 차원)와 기능과 작동
등의 과정 요소(실행의 차원)로 구분하였다. 박일권
(2016)은 날씨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분석을
위해 사용자 경험의 요소를 감성적 요소(오락성,
심미성), 기능적 요소(학습성, 일관성), 상호작용적
요소(예측성, 즉각성)로 규명하였다.
챗봇의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챗봇과
사용자 간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메시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챗봇의 대화 수준, 공감, 유머
등의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Go & Sundar
(2019)의 연구는 챗봇의 ‘사람다움(human-like)’에
주목하고, 챗봇의 유형에 따른 사용자 인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챗봇의 인간다움(humanness)에 관한
요소를 3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의인화된 시각
표현(anthropomorphic
visual
cues)과
메시지
상호작용(message interactivity)을 높고 낮음의 정도로
구분하고, 아이덴티티 요소(identity cue)를 로봇과
사람으로 나누어 사용자의 인지적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멘탈 헬스케어 챗봇 서비스 경험의 차원을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시각적 제시는 챗봇의
아이덴티티, 시각적 도구,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챗봇의 아이덴티티는 의인화된 챗봇
이미지를 포함하여 챗봇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로 챗봇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서비스
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어 시각적 도구는
챗봇과 상호작용의 비언어적 요소로 멘탈 헬스
챗봇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인 이미지 기반의 도구들은 해석의
용이성과 잠재적 장벽의 감소로 인해 우울증과
관련된
검사에서 텍스트 기반보다 유용하다
(Marengo et al., 2019). 또한 자폐증과 같은
인지장애, 정서장애에 있어서도 시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용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시각적 도구는 사용자의 감정
인식 및 행동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인터페이스의 구조
및 디자인 스타일을 포괄하며 챗봇 서비스만 가지고
있는 시각적 제시의 특징적 요소는 아니지만 챗봇
인터랙션의 시각적 일관성이 높을 때, 더 성공적인
사용자 경험을 예측할 수 있다 (Jain et al., 2018).
종합하면,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시각적 제시는
사용자 경험의 인지적, 감성적 차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표 3 과 같다.
표 3. 멘탈 헬스케어 챗봇 시각적 제시와 사용자 경험

인지적 차원과 정서(감성)적 차원으로 나누고 평가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아이덴티티/개성

캐릭터(의인화된 챗봇 개성),
아이콘, 인터랙션 시각적표현
(챗봇의 시각적 표현) 등

시각적 도구

감정선택, 그래프, 이모티콘,
사진/이미지, 일러스트 등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스타일
(UI elements)

표 2. 멘탈 헬스케어 챗봇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요인
경험
차원
인지

평가
항목
A

요인 및. 평가내용
조작의 용이성 (Easy to use)
예: 전반적인 사용자 조작이 용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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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 및 내용

4. 분석결과

연구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시각적 제시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멘탈 헬스케어 챗봇
서비스를 선정, 분석했다. 조사 대상 앱은 다운로드
수와 전반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Replika, Youper,
Sayana, Woebot 4 개의 앱을 선정했으며, 사례 분석을
위해 최소 3 회차 이상의 상담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챗봇들은 앱 스토어에서 높은 평점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들로 모두 평균 이상의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
평가가 기대되었다. 조사 분석에서는 이론 고찰을
토대로 개별 챗봇의 사용자 경험 요소와 시각적 제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각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으며, 경험 차원의 평가항목(a~f)은 이론적 고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표 2 참조). 그 결과, 서비스의
인지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의 조화가 전반적인 사용자
평가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고, 시간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양한 기능이 낮은 메시지 상호작용 아래 제공될 경우
오히려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졌다.

개별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Replika 는
‘24 시간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친구’를
컨셉으로 하고 있다.
‘알(egg)’모양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제시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신만의 Replika 를 디자인 할 수 있다. 4 개의 서비스
중 유일하게 웹에서도 사용 가능하였고, 사진 전송 및
음성 대화 또한 가능하다. 단, 주제별 대화 및 음성 대화,
챗봇과의 관계 설정 등 고급 기능은 모바일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Youper 는 ‘행복을
지지하는 인공지능’을 슬로건으로 감정에 대한
생각(thoughts)과
상황(situation)을
분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매몰된 감정의 사고 패턴을
전환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특징으로는 감정을 컬러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컬러의
섬세한 톤 조절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 인지하도록 하였다. Sayana 는 ‘내면을
탐색하는 여행(a journey of self-discovery) 가이드’를
서비스 컨셉으로 단계별 성찰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공했다. 4 개의 서비스 중 유일하게 사람

표 5. 서비스 별 사용자 경험 요인 평가
경험차원

인지적차원

감성적차원

평가항목

a

b

c

d

e

f

Replika

⊙

○

◎

○

⊙

◎

Youper

⊙

⊙

⊙

⊙

◎

⊙

Sayana

⊙

○

○

⊙

◎

◎

Woebot

◎

◎

⊙

◎

⊙

◎

⊙=high ◎=good ○=average

이어 시각적 제시에 관한 사용자 경험의 내용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Replika 는 차별화된 챗봇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특징적인 시각적 표현이 많지 않았으며, 일관성 또한
높지 않았다. Youper 는 텍스트 중심의 표현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단조로운 느낌이 있으나
전체적인 일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yana 는
시각적 제시의 적합성 및 일관성이 높아 시각적 표현이
사용자의 인지적, 감성적 경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Woebot 의 경우에는 시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챗봇의 개성과
비주얼 디자인, 시각적 도구 간의 시각적 제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형상의
챗봇
아이덴티티를
제시했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림카드를 활용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의 유저끼리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메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Woebot 은 로봇 캐릭터를
아이덴티티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대화 중에도 유사한
로봇 이미지를 적용한 이모티콘 및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반면 감정을 기록하는 용도로는
일반적인 emoji 를 제시하였다.

표 6. 시각적 제시의 주요 내용
서비스명

Replika

Youper

Sayana

Woebot

챗봇개성

인터페이스
디자인

표 4. 사례 분석을 위해 선정된 멘탈 헬스케어 챗봇 서비스

시각적
도구

아이콘
서비스명

Replika

Youper

Sayana

전체적
일관성

Woebot

○

⊙

⊙

◎

⊙=high ◎=good ○=average

- 38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종합하면 첫째, 사용자 경험의 주요한 요인은 메시지
상호작용으로 여겨지나, 이는 선택된 챗봇 간의
비교에서 도출된 결과로 한정된다. 둘째, 서비스 사용
초반에는 서비스만의 차별화된 기능 및 챗봇의 개성에
평가가 집중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인터페이스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 그리고 시각 도구의
적절성이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결정 짓는 주요
내용으로 평가된다. 셋째, 시각적 제시의 전체적
일관성이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유추되었다. 예를 들어 Youper 가 제공하는 기능이
한정됨에도 높은 인지적 경험을 제공한 것은 일관성
있는 시각커뮤니케이션 때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Sayana 는 일관성 있는 시각적 제시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차원의 평가로 인해 서비스의 매력이 감소될
여지가 있었다. 연구에서 선택된 챗봇들은 이미 다수의
긍정적 사용자 리뷰를 가진 서비스들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은 사용자 인지증강을 위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는 이론 고찰을 통해 도출된 분석틀을 통해
대표적인 멘탈 헬스케어 챗봇들을 분석하고 멘탈
헬스케어 챗봇의 시각적 제시와 사용자 경험에 관한
주요 관점을 논의하였다. 이어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관점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연구가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시각적 제시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연구가 적은 항목으로 사용자 메타인지를 높이는 시각
도구의 개발 및 사용자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시각적 제시 및 사용자 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의 챗봇은 보편적인 반면 정신건강에
대한 챗봇의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여겨진다.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과 사회적 필요가 높은 만큼 정신
건강을 위한 챗봇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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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cial robot such as Cozmo offers an attractive
means of providing interactive learning.
However, current studies on utilizing a social
robot in a learning context are rare, and they
generally focus on technical limitations instead
of comprehensively investigating a learning
scenario. To overcome this deficiency and to
ensur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 this
case study, we present the design considerations
of an interactive scenario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using Cozmo and report our first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ce of iterative
and interdisciplinary efforts when incorporating
a social robot into a learning scenario.

Keyword
social robot, second language learning, humanrobot interaction, Cozm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 Introduc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earners should
learn to read, listen, speak, and write in the
target language. Various offline and online
programs are available to train learners with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Learners’ competency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s widely evaluated by standardized
tests which involve comprehension tasks. For
example, in the listening section in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udio
excerpts from an article, dialogues or reports are
played to the test takers. Listening competency
of the test takers is gauged based on their
answer to the written multiple-choice questions
related to the audio material.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teraction is
highly emphasized [1][2][3] because learners
can increase their target language proficiency,
when a tutor or a partner provides an instant
feedback or corrects learners’ mistakes [9][12].

Even when a tutor is a computer-based agent or
a robotic agent, learners experience a positive
learning achievement [4-6] because they
perceive an interaction with a virtual agent or a
robot similar to an interaction with a human [78]. In addition to a positive learning achievement,
a social robot which shares a physical space with
learners can increase learners’ motivation, selfefficacy, attention and engagement [10-11].
Due to these benefits, a social robot such as
Cozmo can be designed to act as an interactive
partner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o increase
a learning achievement along with learners’
motivation. However, bringing Cozmo into a
scenario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requir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volving experts from
computer science, education and human-robot
interaction with iterative design phases. The
learning task that involves Cozmo should be
authentic to learners to that their learning goal is
clear and the task is familiar. Also, Cozmo’s
capabilities as an interactive partner should be
explored and designed into a learning task.
Thus, this study reports our endeavor on
adopting Cozmo in a real-life second language
learning task with the following aims in mind: 1)
understanding students’ perceptions of Cozmo as
a pedagogical agent in a second language
learning scenario and 2) considerations when
adopting Cozmo in a second language learning
scenario.

2. Case Study of Cozmo
In order to understand and incorporate Cozmo in
second language learning, first, we have
considered the capabilities of Cozmo such as
speech, movement, gesture, facial recognition
and facial expression. Secondly, we chose and
adapted the listening comprehension task which
was designed by the states of Germany (Berlin
and Brandenburg) suitable for 7th grade high
school students. We tailored Cozmo to ta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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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a friendly tutor who greets, asks
questions, corrects wrong answers with
explanations, and also motivates while learners
are taking a learning comprehension task. To do
this, an education technologist with more than 1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in English as a
foreign/second language collaborated with a
computer scientist to adapt Cozmo’s behaviors.
The first prototype was piloted and based on the
pilot test, revisions were made.
A total of four college students volunteered for
this case stud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a
student and Cozmo was recorded followed by a
short interview. During the experiment, a
participant, Cozmo and a researcher were
present in a same room. The researcher initiated
the listening learning task, observed any
foreseeable situations to support any technical
issues in case of any unanticipated events.
Cozmo introduces itself and greeted each student
using his or her name (e.g. “Hi, I am Cozmo. Nice
to see you, Mary”). Cozmo then explained what
they will do together (e.g. “Today, you will listen

to a short listening comprehension task with me.
You will hear a report only in audio and will
answer 9 questions afterwards that you have to
answer.”). To introduce the interaction pattern
with Cozmo (tapping one of three cubes) and to
check whether a participant understood the task,
Cozmo asks a comprehension question (e.g.

“Great! Before we start, I have a question for you.
How many questions will you answer with me?
Answer 1: 5 questions. Answer 2: 9 questions.
Answer 3: 11 questions”). When a participant did
not understand the task and selected a wrong
answer, Cozmo corrected a participant (e.g. “Oh
Oh... you will get 9 questions”).
Before playing the audio material of a radio
report, Cozmo asked to have a fist bump by
saying “Let's start the task with a fist bump.
Please bump my arm after I lifted it up.” (Figure
1). Then, the radio report was played.

Figure 1. Learner fist bumping with Cozmo

After the audio was played, Cozmo presented a
question for a participant to answer (e.g.

“Question 4: What rule is important in the slow
bike race. Answer 1: You must protect your arms
and legs. Answer 2: You can’t use your own bike.
Answer 3: You must not touch the ground.”).
Three cubes are marked with numbers and a
participant taps the answer that he or she thinks
correct (Figure 2).

Figure
2.
Learners
answer
listening
comprehension questions by manipulating the
cubes
When a participant answered correctly, Cozmo
gives positive feedback (e.g. “great” with
positive expressions in Cozmo library). When a
participant answered incorrectly, Cozmo has a
slight negative expression and explains the
correct answer with positive smile winking face
(e.g. “John said many rules such as wearing
helmets, no wobbling in addition to…” (pause)
(emphasize with bigger eyes) “…and of course,
feet off the ground.” (pause) “…so the feet must
not touch the ground” (smile)).
Upon the completion of a task, Cozmo shared the
results of their progress (e.g. “Seven out of nine
and
showed
answers
were
correct.”)
appreciation (e.g. “It was very nice interacting
with you and I hope that you have enjoyed it.”).

3. Results
All four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Cozmo
without additional help from a researcher and
Participant B and C replied to Cozmo’s question
by saying “yes” or “ok”.
While answering the listening comprehension
questions, all four participants showed guessing
behaviors, such as hovering their hand over the
cubes, before selecting an answer. When they
gave a wrong answer, they reacted to it with
sound and gestures of shrugging their shoulders
and gave an explanation why they got it wrong.
For instance, participant A said, “I did not
understand everything.”. When Cozmo corrected
the answer with corresponding explanations,
participants nodded and responded “A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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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Upon the end of the interaction,
Participant B said, “It was creepy.” because

interaction with Cozmo and their responses in a
post interview.

Cozmo can interact with him or her and knows
his or h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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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limitations, our findings show that a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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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핚 글자씩 클릭하여 입력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익숙핚 입력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모션 컨트롤러의 좌표를 홗용해
입력해야 해 입력 속도가 늦어짂다는 점이다.

요약문
하드웨어의 비약적읶 발젂과 더불어 가상현실의 홖경
또핚 빠르게 발젂하고 있다. 기존의 엔터테읶먼트에
집중된 콘텎츠를 넘어 가상현실은 공유작업,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공갂을 초월핚 생산성
콘텎츠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현실에서
조작을 위핚 도구로 사용되는 모션 컨트롤러의 기존
방식은 키보드와 같이 빠른 텍스트 입력을 하기에는
제핚이 있다. 효율적읶 텍스트 입력이 가능핚 모션
컨트롤러를 제안함으로써 텍스트 입력을 요구하는
다양핚 콘텎츠를 지원하여 가상현실의 콘텎츠 확장에
기여하고자 핚다.

1.2 드럼 키보드 방식
기존의 키보드와 같이 버튺을 누르는 방식으로
직관적읶 입력방법으로 사용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다. 모션 컨트롤러를 드럼 스틱처럼 버튺을
두드려 입력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사용자들이
학습하기 쉽고 갂단하게 입력핛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텍스트가 출력되는 위치를 계속 확읶을 하여
머리의 움직임이 매우 많아져 부담을 준다.

주제어

1.3 분리형 키패드 방식

가상현실, 텍스트 입력, 모션 컨트롤러

모션 컨트롤러를 양손에 쥔 경우, 각 컨트롤러의
터치패드에 키패드가 맵핑이 된다. 양손에 키보드가
각각 젃반씩 나누어져 있어 기존에 젂체 키보드가
노출되는 방식에 비해 동작에 자유도가 높다. 하지만
패드 위치가 물리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아 텍스트
키의 위치를 유추해서 터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 가상현실에서의 텍스트 입력
HMD(Head Mounted Display)로 시야가 차단된
상태의 가상현실에서의 입력장치로는 보통 모션
컨트롤러를 통핚 입력을 하거나, 앉아서 키보드와
같은 젂통적읶 방식의 입력 장치를 사용핚다.
최귺에는 음성읶식을 통핚 텍스트 입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앉아서 사용하는 키보드의 경우 텍스트
입력의 효율성은 매우 좋지만, 공갂감을 극대화핚

1.4 시선 입력 방식
사용자의

시선을

포읶트로

사용하여

시선이

입력하고자 하는 키패드에 머물면 입력 버튺을 눌러
시선이 머무는 위치에 있던 텍스트 키가 입력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선의 입력을 판정하는 시갂이 오래 걸려
텍스트 입력 시갂이 많이 소요된다.

가상현실의 특성에서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음성읶식 또핚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입력해야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콘텎츠 업체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도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들의 편리핚 텍스트
입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핚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5 손가락 모션 트래킹 방식
사용자의 손가락을 위치를 추적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키보드와 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장점으로는 기존의 입력방식과 유사하여 모션
컨트롤러 없이도 직관적으로 텍스트 입력을 쉽고

1.1 일반 키보드 키패드
사용자들이 익숙핚 키보드를 그대로 공중에
보여줌으로써 모션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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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아 콘텎츠 사용에 제핚이
있다는 점과 공중에 입력을 하므로 피드백이 없어
현존감과 몰입감을 저해하게 된다.

3.1 키패드의 피드백
Jimenez(2017)은 연구를 통해 키를 입력핛 때의
피드백이 현존감을 더 높읶다고 하였다.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짂동 혹은 소리를
통해 키가 입력되었을 때의 손가락을 통핚 피드백은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핛 때 현존감을 더 높여준다고
핛 수 있다.

2. 기존 가상현실 환경에서 텍스트 입력 방식의
문제점
Stian Kongsvik(2018)는 사용자들이 가상현실
홖경에서 텍스트를 입력핛 때 입력하는 부분과
텍스트가 출력되는 부분을 확읶하는데 머리의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MD(Head Mounted
Display)의 무게로 읶해 이러핚 문제점은 가상현실
사용자들에게 치명적읶 단점이라고 핛 수 있다.
입력되는 텍스트를 확읶하고 출력되는 텍스트를 다시
확읶해야 하는 점은 키보드나 스마트폰 키패드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키 입력 방식이며, 3 차원 공갂에서 키
입력을 해야 하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핛 수
있다. 또핚 공갂의 제핚이 없는 가상현실 공갂 특성상
고정된 텍스트의 입력 위치와 출력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자유도를 저해하는 요소는 가상현실의 장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핛 수 있다. 사용성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홖경에서도 글자를 입력하는데 팔 젂체를
사용하여 핚 글자씩 입력 해야 하거나 범용적읶 모션
컨트롤러 트랙패드 위에 키패드를 맵핑하여 키 입력
도구로 사용하는데 텍스트 입력 속도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홖경에서의 텍스트 입력 속도에 비해 현저히

3.2 손가락의 모션 트래킹
김짂모(2019)는 가상현실에서 손 기반 읶터페이스는
더 높은 직관성이 현존감을 제공핚다고 하였는데 실제
손의 움직임과 이에 반응하는 가상 손의 동작이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는 읶터페이스를 설계핚다면
사용자에게 향상된 현존감을 제공핛 수 있다.

4. 텍스트 입력 시나리오
가상현실과 같이 움직임이 많고 공갂을 적극적으로
홗용하는 조건에서 기존의 젂통적읶 방식의 텍스트
입력 방식은 오히려 사용성을 떨어트릮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텍스트 입력 방식으로 서 있는 상태 혹은
움직이면서 입력하는 익숙핚 텍스트 입력 방식을
찾아보았을 때 스마트폰은 걸어 다니면서 익숙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이동하거나 서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은
가상현실에서 적용되기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상현실 콘텎츠들은 자연스럽게
텍스트 입력을 최소화핚 콘텎츠 위주의 기획에 영향을
준다.

1. 스마트폰의 텍스트 입력과 유사핚 홖경.
2. 텍스트 입력에 현존감을 위핚 키의 피드백.
3. 체성감각의 읷치를 위핚 손가락 모션 트래킹.

3. 가상현실 텍스트 입력에 체성감각의 일치가
주는 영향
체성감각이띾 가상현실에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읶 요소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과 같은 싞체
감각을 뜻핚다. 여기서 가상현실의 체성감각 읷치띾
가상현실에서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서의 내 싞체의
감각이 읷치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1]과

위의 세가지 핵심요소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쉽고
편리핚 텍스트 홖경을 제공하고자 핚다.
4.1 시나리오를 위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같은 가상현실에서 보이는 상황과 실제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이 같으면 가상현실이 현실이라 느낄 만큼
높은 몰입감을 만들어주어 가상현실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이 영향은 텍스트입력에서도
적용된다. 키를 눌렀을 때의 촉각, 청각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누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 줄 때
텍스트 입력에 대핚 몰입감과 현존감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앋 수 있다.

그림 1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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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현실 텍스트 입력 시나리오

가상현실 공갂에서 몰입감과 현존감을 저해하지 않고
텍스트 입력을 하려면 기존의 가상현실의 텍스트 입력
방식처럼 텍스트 입력 효율이 떨어지거나, 텍스트
입력과 출력을 위해 무거운 HMD 를 쓴 채 고개를
움직이며 입력을 하는 과정은 가상현실에서의
현존감을 방해핚다. 정확하고 직관적읶 텍스트 입력을
제공하는 물리적 입력장치읶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서 서 있거나 이동하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상황에서 텍스트 입력을 핛 수 있어야 핚다.
이러핚 조건은 이미 현대읶들에게 익숙핚 입력장치읶
스마트폰은 이동 중에 많은 양의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다. 이러핚 입력방식은 가상현실에서의 입력방식에
적용하기 적합하기에 이러핚 방식을 가상현실 모션
컨트롤러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핚다.

그림 2 아두이노와 유니티를 홗용핚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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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가상 멀미는 가상 현실의 주요한 부작용 중 하나이다.
Field of View (FOV)는 시야각으로, 가상 현실에서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였고, 그 중심에는 머리 착용

FOV 를 조절하는 방법은 가상 멀미를 줄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Head-mounted display; HMD)가 있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OV 의 감소로 가상 멀미는
줄어들지만, 사용자의 임장감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가상 현실은 높은 임장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높은 임장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가상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 안구의

현실은 여전히 몇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가상

중심부와 주변부의 신경의 분포가 다름을 착안하여 Blur
기반 FOV 조절 기술을 제안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멀미는 그 중 하나이다.

가상 현실에서 피험자의 속도에 따라 Blur 의 세기를
조절하는 Blur with Speed, 추가로 머리 회전을
반영하는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그리고
추가로 중심이 시선의 중심을 따르는 Blur with Eye
movement 조건을 개발하고 이를 비교하는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은
Presence 를 유지한 채로 가상 멀미 점수인 Fast Motion
Sickness Scale 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Dynamic FOV
Blurring 의 효용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상 멀미는 VR 에서 발생하는 멀미를 일컫는데, 가상
멀미의 증상에는 두통, 구토감, 메스꺼움, 피로감,
피로감, 식욕 감소 등이 있다 [6]. 가상 멀미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가상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나
HMD 의 frame rate 가 가상 멀미에 영향을 미친다 [8].
HMD 의 무게 및 사용자의 착용 상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3], 가상환경에서의 인간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5]. 이런 가상 멀미를
줄이는데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Field Of View
(FOV)를 제한하는 것이다.
FOV 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수평 및 수직으로 볼 수

주제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8]. VR 에서의 FOV 크기는 가상

Virtual Reality, Simulator Sickness, Field of View,
Dynamic FOV Blurring, Eye-tracking

멀미와 임장감 (Presence)에 영향을 준다. 임장감은
사용자가 가상 현실 속에 존재하는 느낌으로, 피험자의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FOV 가 줄어들면 가상 멀미를

Screen

Dynamic

Dynamic

Dynamic

FOV Blurring

FOV Blurring

FOV Blurring

HMD

HMD

HMD

HMD

Eye-tracking
Pos

No Blurring

Blur with Speed

Blur with Speed

Blur with Eye

& Head rotation

movement

그림 1 No Blurring 조건과 세 가지의 Dynamic FOV Blurring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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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으나, 임장감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9,
10].
Fernandes 와 Feiner 는 가상 멀미 저감을 위해 Dynamic
FOV Restrictors 를 개발했으며, 사용자의 VR 이동에
따라 FOV 크기가 조절되도록 하였다 [2]. 또한, 이전
연구에서 본 연구팀은 머리 회전과 눈의 움직임을
반영한 FOV Restrictor 를 개발하였다 [1]. Nie et al.은
사전 정의된 관심영역을 제외한 디스플레이에 Dynamic

본 실험에서는 No Blurring, Blur with Speed,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그리고 Blur with Eye
movement 조건을 개발하였으며, 각 조건은 그림 1 에
표시되었다. No Blurring 조건은 Dynamic FOV
Blurring 이 없는 조건이며, 화면 제한이 없는 일반
HMD 환경이다. 이때의 시야각은 110°로, Oculus rift
CV1 의 시야각과 같다.
Blur with Speed 조건에서는 피험자의 아바타 이동

Blurring 을 씌우는 것으로 가상 멀미를 줄일 수 있음을

속도에 따라, Blur intensity 가 조절되는 Gaussian

보였다 [7].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가상 멀미 저감을

blur 인, Dynamic FOV Blurring 이 적용되었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피험자가 blur 를 알아채지 못하는

위해 관심 영역을 사전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 요소(머리 또는 눈의 움직임)를 기반으로
세가지 Dynamic FOV Blurring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의 안구에서 원추 세포와 간상 세포를 포함한
시신경 세포의 분포가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다름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며, 실제 개발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가상현실의 속도를 반영하여 Blur 의
세기를 조절하는 Blur with Speed 조건이다. 두번째는
가상현실의 속도와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을 반영하는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이다. 세번째는 속도,

시야각을

가상

멀미의

변화를

filter size 는 아바타의 속도에 따라 조절된다. 본 연구는
Target blur filter size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𝑠는
속도 반영 정도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𝑠𝑖𝑧𝑒 = (𝑜𝑑𝑑)((𝑖𝑛𝑡)(𝑠 × 𝑣) + 1)

filter size 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파일럿 테스트를

본 실험에서는 총 11 명의 피험자 (45.5% 여성; N =
5)를 모집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23.45 세 (SD =
또한,

수식 1

피험자가 blur 를 알아채지 못하는 최대 Target blur

2. 실험 방법

1.81)이다.

FOV

filter size 에 따라 조절되며, Blur filter size 는 Target
blur filter size 를 향해 초 당 5 로 증감한다. Target blur

확인하고,

presence 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Dynamic

임장감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Blur intensity 는 Blur

movement 조건이다. 본 연구는 세 조건과 통제조건을
비교하여

따라서

Blurring 은 화면의 중심으로부터 51.40° 이상의
바깥쪽 시야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피험자의

머리와 눈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Blur with Eye
함께

조사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ed)를 통해 정신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험자들이 가상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Oculus rift CV1 HMD (Oculus)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들의 눈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하여 Tobii Pro
Glasses 2 Eye-tracker (Tobii Technology)를
부착하였다. 가상 환경의 아바타를 움직이기 위해
Oculus Touch (Oculus)를 사용했으며, 피험자의 머리
회전으로 아바타를 회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피험자는
회전의자에 착석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HMD 케이블은 피험자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𝑠를 7.33 으로 확인했다. 또한,
Gaussian Blur 를 사용하는 Dynamic FOV Blurring 의
Target blur filter size 가 최소 1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조건은 Blur with
Speed 조건과 같이 Dynamic FOV Blurring 가 화면의
정가운데에 고정되었고 시야 제한 영역과 𝑠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Blur with Speed 조건과 다르게
Dynamic FOV Blurring 에 아바타 회전 각속도 (𝜔;
°/𝑠)를 추가 반영한 조건이다. Target blur filter size 는
아바타 속도 (𝑣)뿐 만 아니라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에
조절되는 아바타 회전 각속도 ( 𝜔 )도 반영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었다.

피험자 머리 위로 고정시켰다. 실험은 윈도우 10
운영체제에 High-end Graphic Card (Nvidia Geforce

𝑠𝑖𝑧𝑒 = (𝑜𝑑𝑑)((𝑖𝑛𝑡)(𝑠 × 𝑣) + (𝑖𝑛𝑡)(𝑠 × 𝜔) + 1)
수식 2

1070)를 장비한 데스크톱 PC 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가상환경은 Unity3D (Unity Technology)로 구현되었다.

Blur with Eye movement 조건은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조건과 같이 시야 제한 영역과 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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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또한,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조건의 Target blur filter size 조절 방식이 반영되었다.

3. 실험 결과
3.1 Fast Motion Sickness Scale

하지만, 이전 조건들과 다르게 눈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Dynamic FOV Blurring 의 중심을 피험자 시선에 따라
이동시켰다.
피험자는 가상환경에서 총 100 개의 이정표를 따라
움직이는 길 찾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정표는
피험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반짝이는 파티클과
조명

효과로

강조하였다.

가상환경은

이정표

외

오두막집, 바위, 풀숲, 나무로 구성되었으며, 언덕이
있는 초원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는 oculus touch 의

네 조건 사이의 FMS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No
Blurring 의 FMS 평균은 1.33 (SD = 1.70)이었고, Blur
with Speed 의 FMS 평균은 1.05 (SD = 1.27)이며,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의 FMS 평균은 0.87 (SD
= 1.02), 그리고 Blur with Eye movement 의 FMS
평균은 1.54 (SD = 1.33)이었다. 그림 2 는 시간에 따라
네 조건의 FMS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2 Presence Questionnaire

thumb stick 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최대 이동속도는

네 조건 사이의 PQ 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을 확인한

1.5m/s 였다.

결과, No Blurring 의 PQ 평균은 68.55 (SD =

본 연구의 주된 측정 요소는 Fast Motion Sickness Scale

16.16)이었고, Blur with Speed 의 PQ 평균은 70.45 (SD
= 16.07)이며,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의 PQ

(FMS) [4], Presence Questionnaire (PQ) [9]로
구성된다. 피험자는 FMS 를 통하여 0 부터 20 사이의
숫자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감 등을

평균은 67.45 (SD = 17.11), 그리고 Blur with Eye
movement 의 PQ 평균은 65.18 (SD = 17.10)이었다.

종합해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FMS 는 최초 시작
화면과 5 개의 이정표를 지날 때 마다, 보고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는 총 21 번의 FMS 응답을

4. 논의

진행하였다. PQ 는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임장감을

방법론으로 세가지 조건의 Dynamic FOV Blurring 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설문 문항은 18 가지로
구성되며, 본 실험에서는 매 조건 실험 진행 후 피험자가
4 회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가상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상 멀미를 저감하는
제안하였고,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Blur
with Speed 조건과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조건의 가상 멀미가 다른 두 조건 보다 적게 나타나는

실험에 앞서, 피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험자 나이, 성별, 렌즈 착용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험자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 조건 간의 임장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Dynamic FOV Blurring 이 가상 멀미를 감소시키는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인터페이스 설명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연습시행을 진행하였다. 연습시행과 각 실험 사이는
최소 5 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또한, 각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비교적

조건의 순서는 상쇄균형화 (Counter-balanced)되었다.

모두 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일의 가상환경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들

Fast Motion Sickness Scale
2.50
2.00
1.50
1.00
0.50
0.0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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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o Blurring

Blur with Speed

Blur with Speed & Head rotation
Blur with Eye movement
그림 2 Dynamic FOV Blurring 의 구간 별 평균 Fast Motion Sick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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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서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런 한계점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5. Keshavarz, B., Riecke, B. E., Hettinger, L. J., and
Campos, J. L. Vection and visually induced motion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Dynamic FOV

sickness: how are they related?. Frontiers in

Blurring 를 제안하고 가상 멀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sychology 6 (2015), 472

의의가 있다.

6. Kolasinski, E. M. Simulator Sickness in Virtual
Environment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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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유자전거의
활용은 도시 내에서 교통 체증과 환경 및 에너지 자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3].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세종시에서는 평일엔 출퇴근용, 휴일에는 레저용으로
이용 가능한 창조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 공유자전거
‘어울링’을 운영하고 있다.

요약문
세종시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어울링 ’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방안으로 소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어울링’ 서비스의
규모는 증가해왔지만 공유자전거 반납 대여와 자전거
재분에 대한 사용자 서비스 시스템은 개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지속가능성
향상[2]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세종시는 자전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도로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세종시민 평균연령은 매년 젊어지는
추세(2016 년 32.1 세)[4]임으로 공유자전거의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실제 이용 건수가
지난해보다 3 배 이상 급성장했고, 회원
수도 2015 년도 120 명에 비해 약 35 배 증가했다.
‘어울링’ 서비스 운영도 매해 자전거 대수 및 대여소
설치 증가를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왔다[1]. 본 연구는
현존하는 ‘어울링’ 자전거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사용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X 방법론을기반으로 세종시 ‘어울링’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유저(user)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니즈를
충족시켜, 세종시 시민들에게 적합한 공유자전거
서비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결과 공유자전거 이용 시
대여·반납 절차가 번거롭고, 정거장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기존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유저사용성, 접근성과
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잠금장치,
공유자전거 독(dock) 스테이션을 포함한 스마트
공유자전거 시스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종시 ‘어울링’ 공유 자전거의 이용 현황과 관리
프로세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재분배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공유자전거
대여·반납 이용 절차가 최대 17 단계로 복잡하며
어플리케이션에서 SMS 인증번호 기능을 통해 잠금
해제를 진행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저가 이용을 희망하는
특정 시간대 및 장소에서 공유자전거를 확보함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더해 공유자전거의 특성상
대여 정거장과 반납 정거장의 수요가 달라 특정
정거장에 자전거가 초과 적재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가 겪는 대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공유자전거 재분배 업무수행 차량이 배출하는
탄소로 인해 친환경 솔루션으로 제안된 공유자전거의
모순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세종시민들에게 적합한
스마트 ‘어울링’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UX 디자인
방법론 중심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유자전거, 친환경 교통 인프라, 서비스디자인(UX),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스마트시티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친환경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공유자전거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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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방법론

2.2 ‘어울링’ 공유자전거 유저상황

본 연구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저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 현장조사 그리고 유저(user)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재 공유자전거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퍼소나(persona)와 시나리오(scenario)를 제작하여
상황에 따른 이용 현황과 유저의 니즈를 파악했다.
니즈와 상황에 맞춰 새롭게 도출된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반영한 시스템 맵(System Map)과 인터렉션
매트릭스(Interaction Matrix)를 제작하여 전반적
시스템을 연구의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작성해
기존 시스템 대비 유저의 니즈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UX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저(user) 인터뷰를 통해 공유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용자가 공유자전거가 필요한 상황에
정거장에서 공유자전거를 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배치 관리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였다. 출퇴근과
같은 바쁜 시간대에 공유자전거 정거장에서 즉각적인
대여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결제나 결제 인증을 통한 대여시스템이 간단하지
않으며, 아래 표 2 와 같이 반납 시 통신상 오류가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그림 1 과 같이 유저저니맵(userjourney map)을
제작하여 유저의 니즈를 구체화하였다.
표 2.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반납 요청 건수

날짜

2019.07

2019.08

2019.09

2019.10

반납
요청

328 건

318 건

366 건

427 건

*출처 : ‘어울링’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 문의 카테고리
(조사기간: 2019 년 7 월-10 월)

2. 공유자전거 현황조사
2.1 공유자전거 현황
현재 대한민국 내 가장 많은 공유자전거 사용자 수(약
1,032 만건/2019 년 7 월-10 월 기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예시로 사용자
대여 빈도가 높은 정거장을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
근처였으며, 반납 빈도가 높은 장소는 주택단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6][11]. 시간대별 이용량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 전체 이용의 56.4%가
집중됐으며 사용자의 71%가 4km 이내 단거리
사용자이다 [7]. 세종시 공유자전거 –‘어울링 ’은
출퇴근 시간에 약 39%가 집중되어 있고 평균 이용
거리가 1.6km 로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있으며
[8].
‘자출족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출퇴근 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자전거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 니즈가 있고,
대여와 반납 구간에 따라 대여 가능한 자전거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공유자전거
재배치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세종시 공유자전거 User Journey Map (User)

2.3 공유자전거 재분배 현황
공유 자전거는 정거장마다 대여·반납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빈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각 정거장에서 보유 자전거 수 차이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자전거 재분배 과정이 필수적이다[12]. 현재
세종시 공유자전거는 운영 시설에서 차량과 인력을
이용해 재분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공유
자전거는 1475 대, 거치대는 1,058 개이며,
공유자전거 한 대당 유지관리비로 약 83 만 원으로
추정된다[5]. ‘어울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종시
공유자전거 거치대를 조사한 표 1 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전거 수를
비교했을 때 자전거가 부족한 정거장에서 지속적으로
재배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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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치대의 이용가능한 공유자전거 수

거치대
번호

12/27
9:30

12/27
19:30

12/28
9:30

12/28
19:30

460

0대

0대

0대

0대

381

1대

2대

1대

2대

472

0대

0대

0대

0대

68

1대

1대

1대

1대

342

0대

0대

0대

0대

343

2대

4대

2대

1대

어플리케이션,
잠금장치,
공유자전거
정거장
독(dock) 스테이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공유자전거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 스마트 공유자전거 서비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그림 3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통해 유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디자인 요소들을 고객 경험에 따라 작성하여
유저들의 깊이 있는 경험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한다.

*출처 : ‘어울링’ 어플리케이션 (조사기간: 2019 년 12 월
27 일- 12 월 28 일)

실제 현장에서 ‘어울링’ 공유자전거 관리자의 재분배
업무 수행을 관찰·인터뷰한 결과 ‘어울링’은 총
10 명이 A 와 B 조로 나누어져 재배치에 투입된다.
세종시의 1-4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간을 나눈 후 각
구간에서 하루에 9 시간 근무 동안 ‘어울링’ 관리자
어플을 보며 재배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 업무 동선을
계획하며, 다른 팀과의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진다. 분배를 위한 업무 차량에는 공유자전거
최대 8 대가 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재분배 업무
관리자는 공유자전거 정거장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관리자 어플 접속, 공유자전거 잠금장치 해체, 차량
화물칸 운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유자전거 한
대당 처리 소요시간이 길다. 본 연구는 진행한 조사
과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퍼소나(persona)와 관리자 중심의 유저저니맵을
제작하였다.

그림 3 Customer Journey Map (새로운 공유자전거
시스템의 기대효과 – 유저 편의성 기반)

3.1 ‘어울링’ 공유자전거 어플리케이션 기능과
UI 설계
새로운 공유 자전거 대여에 필요한 결제 방식은
지문인식과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결제, 대여
시스템 접근에 간편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주로
출퇴근 시간과 같이 바쁜 시간대에 사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한 행동을 줄여준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용자는 정거장 찾기, 결제하기,
대여하기 항목들을 지문인식과 인공지능 음성인식
이용으로 개선 전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전거
탑승 전까지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새로운 UI(User Interface - 그림 4)를 통해 결제

그림 2 세종시 공유자전거 재분배 Use Journey Map
(Manager)

3. 솔루션 제시
사용자 경험 중심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세종시
‘어울링’ 공유자전거의 사용성과 접근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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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번거롭고 복잡했던 사용자 행동이 3 단계로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팝업이 뜬다. 반납 버튼을 누르면 반납이 완료된다.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서버는 사용자의 자전거
대여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미세먼지 농도,
날씨정보와 같은 연계정보를 팝업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저는 공유자전거 이용 결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림 4 APP UI 결제 페이지 디자인

탑승 후에 그림 5 와 같이 음성으로 길 찾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 목적지에
따라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자전거 도로’로 길을
안내해 준다. 자전거 도로 특성상 한 도로에 자전거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브 길이나
탑승자 시야에서 벗어난 곳의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자전거 충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지도 위에 사용자 방향으로 접근하는
자전거의 위치와 진행방향을 주의 색상과 음성으로
알려준다.

그림 5 APP UI 자전거 도로 중심 길 안내와 자전거 도로
통행 주의안내

이용 중 대여시간 동안 자전거를 임시 주차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잠근 후 1 분이 지나면 잠금장치의
블루투스가 활성화된다. 그 후 사용자가 자전거에
재접근 할 경우 사용자의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통해
인식되어 사용자는 잠금 해제 가능 상태로 변경된
것을 LED 색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로써 임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사용자
행동을 12 단계에서 2 단계로 단축한다.
공유자전거 반납 시 잠금장치에 내장된 GPS 를 통해
독(dock)스테이션 위치와 일치하면 잠금장치가
활성화된다. 잠금장치와 연동된 킥 스탠드를 내려서
잠금장치를 잠그면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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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분별된 재분배 대상 정거장 위치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 API 를 AI 가 최단시간 경로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최적화된 경로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주행을 시작한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GPS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된
정거장에 도착 시 수거 또는 채워야 할 공유자전거의
수량 정보를 무인 자율주행차에 전송한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독스테이션에 내장된 위치 기반 정보를
기준으로 공유자전거 위치를 인식하고 그림 8 과 같이
내장된 기계로 필요한 수량의 공유자전거를 전자석을
이용해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자전거를 끌기 쉽도록 공유자전거 거치대 내부에
앞뒤로 45 도 경사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재분배 업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의
원활한 공유자전거 이용과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재분배 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진행정보를
LED 로 표시한다. 독스테이션에서 주차공간 유무를
자전거 탑승자의 눈높이에 맞춘 LED 로 제공하여
주차 가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6 Interaction Matrix (User)

3.2 무인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공유 자전거 자동화
재배치 시스템과 독(dock) 스테이션 디자인
제안
자전거 재분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와
무인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새로운 자전거 정거장
디자인과 재배치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8 무인 자율주행차와 독(dock)스테이션을 활용한
재배치 진행 과정 세부 이미지

세종시 ‘어울링’ 재배치에 이용되는 차량을(기아 봉고
3) 기준으로 1km 에 0.26kg 의 탄소를 배출하며[9],
일 년에 약 13.286t 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는
30 년 된 소나무 2,013 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이다[10]. 새롭게 제안하는 무인 자율주행차는
환경문제의 완화를 기대하는 공유자전거의 취지에
맞춰 전기로 운행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현재
세종시 공유자전거 재분배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KIA Bongo 3’과 비교했을 때(그림 9) 비슷한 크기를
가지면서 더 넓고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가지도록
설계했다.

그림 7 공유 자전거 재분배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차가
정거장에 도착하는 모습

특정 구역에 공유자전거 대여율이나 반납률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공유자전거 개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AI 관리자와 무인 자율주행차를
결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어울링’ 평균 정거장
내 자전거 대수를 바탕으로 정거장 당 수용가능한
공유자전거를 최대 8 대로 설계하였다. 그림 7 의
정거장은 공유자전거 재분배 기준인 거치율 70%
(5.6 대)를 기준점으로 재분배 대상임을 AI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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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존 재분배 차량과 무인 자율주행차 크기 비교

자동화 무인 재분배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사용자가 자전거를 찾기 위해 여러 정거장을
돌아다니는 비효율적인 동선 문제를 해결한다.
정거장에 필요 이상의 많은 자전거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이 감소하며 재배치를 위한 하루 업무 16 시간의
비용, 재배치 업무에 쓰이는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림 11 Interaction Matrix (Manager)

3.3 스마트 공유자전거 System Map

그림 10 기존 트럭의 수용량(8 대)와 무인 자율주행차
수용량(15 대) 비교 이미지

그림 12 스마트 공유자전거 system map

종합적으로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IoT(Internet of
Things)에 기반을 둔 유저 경험 디자인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유 시스템 디자인을 새롭게 제안한다.
공유자전거 이용 전 사용자에게 자전거 탑승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해 공유자전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대여·결제 단계에서 지문인식을
기술을 도입해 절차를 단순화하여 자전거 대여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여 후 자전거 이용 과정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으로
공유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격려한다. 임시 주차와
반납 과정에서의 번거로운 잠금장치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개선하여
관리자에게 재분배가 필요한 공유자전거 정거장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재분배
과정이 진행되게 하였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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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공공 디자인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스마트 공유자전거 시스템 디자인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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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간병인의 인권 존중,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모두 간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간병인의
상황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와 사용자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디자인을 통해 질 높은
간병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도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간병인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배려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병원 시스템, 간병인 협회 등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의 실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간병인의 근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디자인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안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과 간병인의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주제어
노인, 간병인, 환자, 환자보호자, 근무 환경 개선, 온라인
플랫폼, 사회적 디자인

다양한

방면에서 충족시킬 핵심적 콘텐츠를 담은 서비스를

1. 서 론

간병인, 환자, 보호자, 병원 근무자들에게 활용도에 관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허설화, 2017)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간병인의

따라 노인 환자를 위한 간병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가 증

전반적 연령대가 70 대인 고령자이므로 앱의 활용도가

가하는 상황이며 이는 간병인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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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김기성 외, 2017). 간병인 고용에 대한 현황을

박태정, 이서영, 2015). 따라서 간병 업무를 공급하는

살펴보면, 입원환자의 간병인 고용비율은 2012년

공급자 역할의 간병인과 간병 업무를 필요로하는 수요

19.3%(상급종합병원 15.1%, 종합병원 14.2%, 병원

자 역할의 노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동

23.8%)이며, 가족에 의한 간병까지 포함하면 환자의

시에 고려하여 간병 서비스 만족도와 간병인 근무 환경

53.1%가 의료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 의해 간병 중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계획이 요구된다.

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에서 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외 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볼 필요

시한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

성이 있다. 테스크 래빗(Task Rabit), 우버(Uber), 케어

4천 5백만원으로 추정되어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닷컴(care.com) 모두 수요 증가 현상에 대응하여 공유

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시장 원리에 기초한 공급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을

적 요구와는 달리,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병인의 열

통해 서비스의 질적, 양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

악한 근무환경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

자와 공급자 사이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

병인들을 위한 휴식공간 혹은 개인 짐을 보관하기 위한

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서비스 향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간병인들은 불규칙한 수면

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 우

시간과 식사시간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받

리나라의 간병인 시장에 대한 발전이 요구된다.

는다고 하였다(이숙희, 류시원, 2017). 또한 타산업과

본 연구자는 간병인과 환자, 환자 보호자 사이의 상호작

비교하여 간병 업무에 대한 낮은 임금이 보고되었으며

용이 간병일에 대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이에 따른 간병인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

간병인의 직무 만족도, 행복감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윤애림, 2013; 조준모 외, 2012). 종합해보았을 때,

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간병인의 수요에 따른 간병인

간병인들은 기본적인 생활과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열

노동 시장에 대한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병 업무

따라서 본 연구는 간병인,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 사이

에 대한 정확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부족과 간병 업무

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각 이해

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하여 간병 업무에 대한 규정 부

관계 속에서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가 문제화되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황나미, 2010).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간병인이 질 낮은 근무환경과 처

온라인 플랫폼을 서비스 계획하였다.

우로 인해 고통받는 동시에 노인 환자들 또한 질 낮은 간

2. 연구방법

병서비스로 인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
2.1 사용자 연구
다. 노인 환자들은 간병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청결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간병
지 못하고 기계적인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본
인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019년
인과 환자의 보호자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권금주,
9월 30일에 간호사 대상 다목적실에서 반구조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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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간병인 5명은 평균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70대 사이의 여성으로 각자 다른 간병인 협회에서

“ 노인환자를 간병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그들의

병원으로 파견되었으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한

태도에요.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고...하대같은.. 대부분

지 약 8년이 되었다(표 1).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간병 일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저

표 1. 인터뷰 대상자 특성

희를 낮은 사람으로 대해요. 몇몇 환자분들이나 보호자
Index

간병인 1

간병인 2

간병인 3

간병인 4

간병인 5

연령대

50 대

60 대

60 대

70 대

60 대

경력

8년

7년

15 년

1년

10 년

자격

이틀간의 교육 후 자격증

둘째, 불규칙적 휴식시간과 휴식 공간의 부족에서 오는

성별

여자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육체적 어려움이 있었다.

직업

노인 대상 간병인

인터뷰 결과 그들의 하루 일과는 온전히 환자에게 맞추

분들은 24시간동안 환자분을 마사지하라고도 하세요.”
(간병인1)

어져 있었다. 간병인 업무는 환자가 식사 시 도움을 제공
각 인터뷰는 20-40분 소요되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업무와 용변, 샤워와 같은 일에 대한 보조, 체위 변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사용자 인터뷰에서 간병인들

경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므로 간병인은 즉각적으로 환

의 전반적인 업무 이해, 업무상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

자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간

을 질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육체적, 정

병인에게 규칙적인 휴식과 취침은 불가능한 구조임을

신적, 심리적고통을 초래하는지 심층 인터뷰하였다. 또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정부 또는 간병인

“나와 같은 간병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

협회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먹고, 자고, 쉴

해 질문하였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2.2 사용자 요구사항 발견

어떨 때는 집에도 못 가고 쉬는 시간 없이 간병하는 경우

간병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충은 다음과 같았다.

도 있어요.” (간병인 2)

첫째, 간병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존중과 배려가 부

셋째, 근무 조건과 노동 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한

족하였다. 간병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하대)를 경

경제적인 어려움이 드러났다. 간병인은 하루 평균 8-

험하고 있으며 이는 간병인의 감정 문제에 직결되어 간

9 만원의 보수를 받고 24 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보였다.

병 일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하였다. 또

또한 본인이 소속된 간병인 협회에 월 8 만원의 회원비

한 간병인들은 협회 및 단체 또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및 소개료를 지불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했고 식사

도움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들의 질 낮은 근무 환경을 종합해보자면 그들은

“24시간 근무에 2-3주간 외박도 없이 일하는데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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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려워요. 협회에 소개료도 내야 하고 식사비도

그리고 보호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내야 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간병인 3)

이해를 넓히고자 본 연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2.3 문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계획하였다. 서비스 사용자가

본 연구에서는 친화도법(Affinity diagram)을 통해 간

환자 또는 보호자일 때, 그들의 수요 조건에 일치하는 간

병인의 요구사항, 근무환경 개선사항 등 아이디어를 나

병인과의 신뢰로운 연결이 가능하며 다른 측면으로 서

열 후 비슷한 맥락으로 재 분류하여 사고를 정리하였다.

비스 사용자가 간병인일 때 또한 그들의 공급 조건에 일

더 나아가, 간병인, 환자, 보호자의 각 관점에서 문제를

치하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브레인스토밍하고 본 연구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시도는 소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수

추가하여 토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5WHY 방법을 적용

요 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

하여 질문을 통해 사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문제의

므로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기대한다.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 위 방법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

더 나아가, 본 서비스 계획은 간병인, 환자, 보호자 간 신

과로 간병인의 문제를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 분

뢰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간병인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류할 수 있었다. 경제적 문제로 근무 조건 대비 타 업종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

에 비해 낮은 급여 문제가 있었으며 육제적 문제로는 휴

는 서비스 계획 단계를 블루프린트 와 시스템 맵 작업을

식 시간 부족 및 불규칙한 수면 시간에 따른 피로 누적

통해 구체화시켰다.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문제는 환자와 보호
자의 비인격적 대우(하대) 및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림2. 블루 프린트

그림1. 친화도법
2.4 컨셉 도출
간병인들과의 인터뷰 결과 불규칙한 휴식과 식사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의 불규칙으로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
되어 있었으며 때론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관계에서 정
신적 피로를 호소하였다. 또한 간병인 근무 시간과 업무

그림3. 시스템 맵

규정에 대하여 간병인, 환자, 보호자 간 상호 이해가 부

그 결과로 본 서비스 신규 사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 필요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간병인, 환자

성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는 병원내 팜플렛을 통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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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홍보전문가의 도움 계획으로 이어졌다. 또한 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콘텐츠는 첫째, 간병인을 위한

비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약속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에 대하여 인격적

사용함에 있어 겪을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하여 서비스

대우를 할 것임을 동의하도록 하였고 간병인 휴식

사용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웰컴-패키지(welcome

시간을 상호 협의하여 근무 조건으로 규정하도록

package)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계획하였다. 둘째, 간병인의 간병 분야, 가능 근무

2.5 컨셉 검증

병원, 근무 일, 희망 급여 등의 프로필을 보고 본인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앱 디자인의 MVP(Minimal Viable
Product)과정에서 간병인을 위한 콘텐츠와 환자와 보호

자를 위한 콘텐츠로 나누어 디자인 작업을 하였으며

수요 조건에 부합하는 간병인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다른 환자 및 보호자가 간병인에
대해 리뷰한 결과를 간병인 선택 시 참고할 것이다.

간병인 3명, 보호자 4명, 병원 관계자 1명을 대상으
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간
병인을 위한 서비스 콘텐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환자와의 약속을 통해 환자의 쾌유를 위한
서비스의 최선과 감염에 대해 주의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두었다. 둘째, 간병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그림 5. 환자 및 보호자 사용자용 온라인 플랫폼

프로필을 작성하여 전문 간병 분야, 근무 연수, 휴일
간병인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기간, 희망 급여 등을 공개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인터뷰한 결과, 일치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공유하였다. 이때, 간병인은 간병 자격증 또는 간병
중 부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플랫폼을
교육 이수증 사진을 업로드하여 환자 및 보호자와 공
개발하여 보호자나 환자가 간병인의 조건을 선택할
유함으로써 본인의 전문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셋
수 있게 되는 경우, 고령의 간병인 고용은 현저히
째,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곧 고령 간병인들의 생계유지에
선택하여 간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간병인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평균 연령이
은 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동료 간병인
70

대인

간병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의 평점을 참고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음 세대 간병인은 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고 예상하였다.
반대로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간병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인격적 대우의
그림4. 간병인 사용자용 온라인 플랫폼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 406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협회에 소비해야하는 소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한 존중, 인격적 대우와 같은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촉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진시킬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곧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

평가하였다.

도를 향상시키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병원 관계자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

것이다.

관계자는 본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3.1 제한점

서비스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간병인들은 동일

또한 경제적 이익 구조 측면에서 현재 간병인과 환자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자들이 간병인

및 보호자를 연결해주고 있는 간병인 협회와 본

의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서비스 계획자와의 갈등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한 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

연구자는 컨셉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각 서비스 사용자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보다 많은 연구 참여자를 포함

입장에서 본 서비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그들의 근무 환경과 개선 사항을 탐색하는 것

수집하였다.

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살필 필요가 있다.
3.2 기대 효과

3. 결론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본 연구의 결과가 양질의 간병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 노동 시장은 공급
특히 본 연구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계획을 통하여 간
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 조
병인, 환자, 보호자 간의 소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
사와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 간병인의 열악
한 근무 환경과 낮은 직업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역시 현재 간병인 서비스에 대해 낮

소를 예상하며 그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요자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인격적 대

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질 낮은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음

우를 받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노인 돌봄

을 확인하였다. 종합하자면 노인 연령의 간병인과 환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대표적 노인 돌봄 노동

보호자가 모두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

자인 간병인의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안

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는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모두의 만족도 및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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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 반복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공감, 문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비전문가의

정의,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의 5 단계로

디자인

구성된다.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탐색하고 이를

실제

연구는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도 디자인 피드백을
과정에

초점을

맞춰

탐색적인

사용자

피드백

폭넓게

디자인 싱킹 방법론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평가하였다.
수집

문제들을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8]. SAP 에서

참여자들은 동료, 전문가, 사용자 중 사용자의
통해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자 중심의 해결책을 찾기

영향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인터뷰를

사회의

디자인 싱킹은 HCI 와 같은 다학제적 분야에서

디자인 비전문가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미치는

않다고

산업과

1.2 디자인 싱킹의 활용

과정을 진행한 후, 여러가지 종류의 피드백이

유용하지

정의되었거나

[3].

도서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디자인 싱킹

가장

잘못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였다. 45 명의 도서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싱킹은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유용하며,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받는

디자인

개발하여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d.school)에서

과정의

확산시킨

어려움이 적절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이후,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유사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IBM, IDEO, Apple,

장애가 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Google, Netflix, Amazon 등과 같은 산업체들 역시

문제들을 정의한 후 디자인 비전문가의 디자인

실제 디자인 싱킹을 업무에 적용해 혁신적인

프로세스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결책을 만들어 내며 디자인 싱킹의 유용성을

Keyword

증명해 오고 있다 [4].

디자인 싱킹 (design thinking), 사용자 피드백,

이에 따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피드백 수집 전략

및 숙련도를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디자인

1. 서론
1.1 디자인 싱킹 방법론

프로세스를

자신의

증가하였다

[7].

업무에

그러나

도입하는

경우가

비전문가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할 때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전문가보다 더 높아,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프레임워크는 공감을

피드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바탕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 전략이다.

있다. 특히 피드백은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 타겟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를 이해하고, 가정에 도전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돕고

문제를 재정의한 후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평가하는

디자인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동료 등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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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은 원활한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서도

이처럼 피드백이 사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이다.
비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이러한
디자인

활용하는

피드백의
싱킹
방법에

중요성에

비해,

역할을

과정에서도

특히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계에서는

피드백을

대해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중요하지만,

방식으로
특히

동료

주고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받는지도

연구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비전문가인 공공

동급생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다른 대상으로부터

도서관의 담당자들이 도서관의 문제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 보다 더 효과적임을 증명한 바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싱킹 과정을

있다. 또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은 사람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전문가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사고할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 수집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매우

피드백에

혹은

2.2 피드백 종류

한다.

디자인 피드백의 종류에는 전문가 피드백, 사용자
피드백, 그리고 동료 피드백이 있다. 먼저 전문가
피드백은 사용성 원리에 따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용성 조사 방법인 만큼
많은 연구에서 널리 쓰이며 협력이 용이하고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마다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은 어렵다 [6].
따라서 설계자는 사용자와 사용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1] 이 때 유저 피드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의 사용자
피드백은 최종 디자인 결과물의 목표이므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동료
피드백은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고, 명료화 할 때

그림 1 초기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게

수집 중인 참여자들

할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과

2. 선행 연구

협업을 촉진시키므로 여러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2.1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피드백 중요성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꼽힌다.

중요하게

2.3 디자인 원칙

여겨지는 요소로는 피드백 수렴 과정을 꼽을 수

Don Norman [4]은 ‘The design of everyday

있다.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혹은 서비스 개발

things’에서

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다양한 방식을

가시성, 피드백, 제한 요소, 맵핑,

일관성, 행동유도성으로 구성된 6 가지의 디자인

통해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피드백

원칙을

수렴 과정에서 디자이너(혹은 시스템 제작자)가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은

주어진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싱킹을

도서관과

통해

사용자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최종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것을 목표로 하였고, 따라서 반복적인 프로토타입을

하기 때문이다 [7]. 이는 앞서 Voyant 가 제시한

위한 피드백 수집 과정에서 위의 6 가지 원칙에

피드백 가이드 라인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의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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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 26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자

3. 연구 방법

중 18 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싱킹 과정 전반과

3.1 참여자

피드백 수집 과정의 유용한 점과 불편했던 점에

총 45 명의 도서관 담당자들이 디자인 싱킹 과정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하였다(남: 12, 여: 33). 참여자들의 연령은

5 명의 연구자들이 전반적인 디자인 싱킹 과정을

25 세와 53 세 사이였으며, 모두 최소 3 년의 현직

관찰하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중 26 명만 피드백
평가

설문

및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기록하였다.

특히

비전문가들의 피드백 수집 과정을 실시간으로

나머지

기록하여 관찰 결과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디자인 싱킹 과정에 끝까지 참여하지

4. 결과

않았거나 혹은 설문과 인터뷰를 거부하였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1 전반적 피드백 출처 별 유용성 평가

3.2 절차

참여자들이 응답한 설문으로부터 각각의 디자인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디자인 싱킹 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특이점들을

총

14

시간

동안

디자인

원칙과 관련된 항목 별 전문가, 동료, 사용자

싱킹

피드백의

유용성(perceived

helpfulness)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를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One

진행하기에

중심

way RM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는

디자인”과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표 1 과 같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이 유용하다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총 120 분). 참가자들이 해당

평가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있었다(F(2,75)=4.03, p<.05). 사후 검정을 통해

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 두 번의 소규모

확인한 결과(Bonferroni-corrected pairwise t-test,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는

sig. level = 0.16), 참여자들은 동료 피드백, 전문가

동료, 사용자,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피드백, 사용자 피드백 순으로 피드백의 유용성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토타입 디자인 이후의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 원칙 6 가지 [4] 에 따라 다른

프로세스에

대한

종류의

피드백의

그룹(High, F(2,33)=2.88, p>.05)과 중간인 그룹(Mid,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

F(2,12)=1.04, p>.05), 낮은 그룹(Low, F(2,24)=0.58,

종료

p>.05)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앞서

피드백을
후,

참가자들은

수집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사용자

해당

디자인

싱킹

과정과

피드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피드백의

종류에는

유의한

평가는
경험이

차이가

스스로
높다고

디자인
생각하는

없었다.

3.3 설문 및 인터뷰

4.2 디자인 원칙 별 피드백 유용성 평가

설문은 4 문항씩 7 항목, 총 28 문항으로

디자인 원칙에 따라서도 동료, 전문가, 사용자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항목은 피드백의 종류와 상관

피드백의

없이 전반적인 피드백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분석하였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평가와 마찬가지로 동료 피드백, 전문가 피드백,

나머지 항목은 Don Norman 이 제안한 6 가지

사용자 피드백 순으로 유용하다고 평가되었다

디자인 원칙(가시성, 투명성, 제한요소, 매핑,

(F(2,75)=4.71, p<.05). 투명성(transparency) 의

일관성, 행동유도성)마다 동료, 전문가, 사용자의

경우도

피드백이 각각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제한요소 (constraint), 매핑(mapping), 행동유도성

구성되었고, 그에 대한 이유도 쓰도록 하였다.

(affordance)도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참여자 중

유의하지는 않았다(F(2,75)=4.71, p>.05). 일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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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게

가시성(visibility)의

평가하는지

경우

마찬가지였다(F(2,75)=4.71,
같은

패턴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p<.05).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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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결과들과

5. Discussion

달리 전문가 피드백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의 중간

비전문가들은 디자인 싱킹 과정의 숙련도와 관계

값(Median)이 가장 높았고, 동료, 사용자 순으로

없이, 전반적인 피드백과 디자인 원칙에 따른

낮아졌다.

피드백에서 대체로 동료, 전문가, 사용자의 순서로

4.3 사용자 피드백 수집 과정에서 문제점

피드백이
가시성과

유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분석(thematic

analysis)을

평가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활용하는 디자인 원칙에 따라서는,

통계 분석 결과 사용자 피드백이 전반적으로
주제

유용하다고
투명성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제한요소, 매핑, 행동유도성도 유의하지는 않지만

하였더니,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와 연구자들의 관찰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문제, 사용자와의

결과, 비전문가들이 동료 피드백을 가장 유용하다고

관계 형성 미숙, 사용자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여긴 이유는 디자인 프로세스 기간 동안 동료 간

부족, 타겟 사용자 설정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라포를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위계가 적은 관계를

나타났다.

맺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디자인 싱킹 과정이

표 2. 위 표는 비전문가의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원칙 별 피드백을 평가한 결과이다. (e)는 전문가 피드백, (p)는
동료로부터의 피드백, (u)는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박스플롯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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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목표로

함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suggestions about design concepts. In Proc.

충분히

PDC 2012, ACM Press(2012). 33-36.

사용자의

2. Forlizzi, J., Zimmerman, J. and Evenson, S.

피드백의 유용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발견점에

따라

디자인

싱킹

과정의

Crafting a place for interaction design research

교수자

in HCI. Design Issues 24, 3 (2008), 19–29.

(instructor)는 사용자 피드백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함과

함께,

다음과

같은

피드백

3. Meinel, C. and Leifer, L. 2012. Design thinking

활용

research. In Design thinking research. Springer,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11.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문제

4. Don Norman. 2013. The design of everyday

사용자에게 초기 접근이 어려워 애초에 대화 시작

thing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Basic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books.

설명하지 못하여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5. Patchan,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등에 의해 사용자 피드백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관찰되었다.

라포

6. Karapanos, E., Zimmerman, J., Forlizzi, J. and

사용자의

대처

미숙,

Martens, J.-B. User experience over time: an

사용자와

initial framework. In Proc. CHI 2009, ACM

형성을

위한

몇가지의

Press(2009), 729-738.

심리

7. Seeber, L., Michl, B., Rundblad, G., Trusko, B.,

기법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2015.

(2015), 591–614.

공감하는 과정의 미숙 등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와

C.D.

of varying quality. Instructional Science 43, 5

사용자와의 관계 형성 미숙
못한

Schunn,

feedback: how students respond to peers’ texts

소개가 필요하다.

예상치

and

Understanding the benefits of providing peer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문장들과 대화 기법들에 대한 추가

•

M.M.

Schnjakin,

사용자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

M.,

Meinel,

C.,

Weinberg,

U.,

Gaedicke, G. and Rath, B. A design thinking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의

approach

미숙함, 사용자 피드백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 부족

communication. Current drug safety 10, 1

등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사용자 조사의 궁극적인

(2015), 31–40.

International

타겟 사용자 설정의 어려움

관찰되었다.

safety

이

경우에는

Workshop

on

Design,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Interactive

사용자 정의의 어려움, 사용자 수집 경로 선택의
등이

vaccine

experience and the idea of design in HCI. In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어려움

effective

8. Wright, P., Blythe, M. and McCarthy, J. User

목표에 따라 질 높은 질문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

to

Systems (2005), 1–14.

타겟

사용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다. HCI 방법론 중 저니
맵 혹은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방법론들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Reference
1. Buskermolen, D. O. and

Terken,

J. Co-

constructing stories: a participatory design
technique to elicit in-depth user feedback and

- 413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탈북청소년을 위한 통합 플랫폼 제안:서비스 컨셉 개발과 논의
New Service Development for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n South Korea:
Concept Development and Practical Discussion
정승진
Seung Jin Chung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jin.chungshin@gmail.com

한희수
Heesoo Han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heesoohan@yonsei.ac.kr

박미연
Mi Yeon Park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aldus1330@naver.com

장현진
Hyun Jin Jang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ginajang151@yonsei.ac.kr

김현경
Hyoun Kyoung Kim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hyounkim@yonsei.ac.kr

요약문
남한 입국 탈북청소년의 수는 2000 년대에 들어
급증하였으나 전체 청소년 수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적은 숫자(0.034%)이다. 하지만 탈북청소년의 사회
통합 이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마주할
모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통합 플랫폼으로
재현되었다.

백준상
Joon Sang Baek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joonsbaek@yonsei.ac.kr

이에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청소년의 필요에
맞추어 학업 및 심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는 남북 하나 재단, 무지개 청소년센터,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남한 학생의 2~3 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이들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현 시대가 직면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컨셉을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주제어

2.1 탈북청소년의 어려움

사회문제해결, 서비스디자인, 탈북청소년, 인간중심
디자인, Social Innovation, North Korean Youth,
Human-centred Design

1. 서론
2000 년대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
연령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8 년 탈북청소년의 수는
102,550 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2018). 탈북청소년은 크게
북한 출생과 제 3 국 출생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제
3 국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출생의 탈북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탈북청소년들의 배경과 특성은 다양하여 이들을
동일한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범주화 할 수는 없으나,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 공백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가족 공동체 분리를, 그리고 제 3 국
출생의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 문제와 정체성
혼란을 이들이 겪는 일반적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오기 까지 제 3 국에서 최소 4 개월에서
길게는 5 년 이상 긴 시간을 체류하게 되고 (권이종 외,
2008),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탈북청소년들은 가족
분리 및 학업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백혜정 외, 2007;
신현균 & 김희경, 2015; 최보영 외, 2013). 반면, 제
3 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미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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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다수로 이들의 언어 문제는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 (이현주, 2015).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 문제는 이들의 성인기 사회
적응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기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연보라 & 김경근, 2017).
하지만 이들의 학업적 지원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
또한 요구되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 자신감, 소속감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우택, 2000). 또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을 논의할 때는 이들의
일방적 적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미래
통합 사회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송진영 & 배미경, 2015; 채정민, 2016).

무지개청소년
센터

탈북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은 09~11 년에는 ‘적응’,
12~13 년에는 ‘성장과 자립’, 13~14 년에는
‘교육통합’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김지수, 2019).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탈북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 1,215 개 초·중등학교와 민간교육 시설, 하나센터,
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교육지원 관계
기관에서 진행되고있다. 대표적인 학업 그리고
심리/정서에 관한 프로그램은 표 1 과 같다.

탈북청소년 학업 지원 프로그램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와 연계, 초기 정착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
‘마음동무’ 프로젝트: 검사, 치료,
피드백까지 10 주간의 체계적 프로그램,
탈북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

종합하여 보면, 탈북청소년의 필요는 학업 그리고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2000 년대 이후로 다수의 기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각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상세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미미하여 프로그램의 효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

2.2 탈북청소년 지원 현황

표 1. 탈북청소년 대상 학업/심리 지원 프로그램

제일기획,
삼성서울병원,
남북하나재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정기 심리상담 프로그램

3.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컨셉 개발
3.1 프로세스 및 디자인 방법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컨셉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Design council 의 Double Diamond
프로세스를 활용하였으며, 단계별(Discover-DefineDevelop-Deliver) 목표에 적합한 디자인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도출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최소 프로토타입으로 제시되었고, 초기 컨셉
단계에서 서비스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성장 멘토링 (VASI): 탈북청소년 멘티와
현직 교원 멘토의 1:1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HOPE):
재능기부자와 1:1 맞춤형 연계,
인문·수학·과학·예술·체육·IT 등 다양한
분야의 탈북청소년 역량 개발
무지개 job 아라: 중도 입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소프트웨어
및 과학교육 체험 활동
레인보우스쿨: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체험
‘내-일을 잡아라’: 바리스타, 한식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직업훈련을 제공
1:1 실시간 화상영어교육

남북하나재단

학습지 지원, 교재 제공 및 학습관리
(만 3 세~초등학생까지 탈북아동 대상)
탈북청소년 심리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

정서 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입국
초기 사회적응 지원

그림 1 서비스 컨셉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채택한 방법론

3.2 Discover: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
서비스 개발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는 사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인사이트 도출을 목표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자료(예: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2 차 조사 및 대상 전문가 심층
인터뷰의 1 차 조사가 계획되었다. 심층 인터뷰의
대상으로 각기 다른 기관의 3 명의 전문가(탈북청소년
상담사, 다문화 센터 직원, 대안 학교의 교사)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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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efine: 서비스 컨셉 도출
정의(Define)단계에서는 심층 인터뷰로부터 수집된
탈북청소년의 니즈를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하였다. 그 결과,
탈북청소년의 주요 니즈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제 3 국
출신을 고려하여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반면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적 생활의 지원
(2) 건강한 가족관계의 체험과 건강한 가족관계
구축
(3) 학생들의 자발성, 자율성의 고취와 성취감
제공
그리고 이 외의 종합적 니즈로는 (4)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출된 주요 니즈는 서비스의 독창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에 근거하여 평가되었으며, 이로써 탈북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서비스 컨셉으로
채택하였다.
근거로는
현재까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가 적지 않고,
탈북청소년 또한 이후 남한 정착 과정에서 이미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 노출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
탈북청소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제안 이전에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객관적인 실효성 평가가 우선인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추후 사회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그림 2 Service Blueprint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컨셉과 내용은 플랫폼의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재현되었으며, 서비스의 의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어 서비스 컨셉에
관한 관계자(프로그램 개발자, 학교선생님) 인터뷰 및
탈북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8 명의 탈북청소년이 설문에 참여하였다(북한
출생 n=30, 제 3 국 출생 n=18).

3.4 Develop & Deliver: 서비스 제안 및 검증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을
근거로 주요 기능에 관한 화면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이를 잠재 사용층에 제공,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서비스
플랫폼은 이해 관계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용으로 나뉘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플랫폼을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등록하고, 참여자 정보 및 피드백에 쉽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프로그램 홍보 및
프로그램/참여자 관리). 반면 프로그램 수요자로 학생,
선생님, 유사 기관 담당자 등을 아우르는 일반 사용자는
유저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프로그램 구매 및 참여에
합리적 선택을 돕도록 하였다 (주요내용: 사용자
니즈별 프로그램 검색, 프로그램 참여자의 피드백
공유). 세부 요건으로는 탈북청소년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리뷰는 익명으로 보여지되, 정보의

그림 3 학생용 설문에 포함된 컨셉 프로토타이핑(일반인용)

4. 통합 플랫폼 제안
4.1 주요 결과 및 논의점
탈북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서비스 컨셉에
관한 학생들의 필요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5 점 척도 중 3 점 이상을 평가,
서비스 컨셉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성적 분석
결과로는 사전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북한 출신
청소년보다 낮은 점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는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보다 제 3 국 출신 탈북청소년에게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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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수요자와
공급자 둘다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플랫폼 개선에 대한 상세 니즈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요자의 경우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용한
대학 입시, 학교 안내, 아르바이트와 같은 추가 정보 및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저 등급표시등을
제안한 반면, 공급자의 경우에는 센터에 대한 홍보의
니즈는 있으나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가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 관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프로그램 평가 부분의 대안으로는 첫째, 부정적인
요소를 제외하는 평가 도구의 개발, 둘째, 정보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강제성을 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료한 사람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알고리즘을 강화 등이
제안된다. 또한 정보 공유에 있어 우리 사회의 심리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4.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 플랫폼을 컨셉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표본의 대상과
수가 한정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탈북청소년과의 대면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 제한된 방법론을 적용한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초기 컨셉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과 기능에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단계이다. 서비스 디자인은 한
번의 프로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프로세스를 통해 발전, 완성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로부터 발전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상
또한 드러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공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통합
플랫폼이
탈북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서비스 컨셉으로 제안되었다.
이어 연구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와
대등하게 소통하려는 마인드 셋이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이 아닌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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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장점 때문에 여전히 종이책의 수요도 많다.

요약문
소비자들은 도서 구매를 할 때 여러 책을 훑어보면서
관심이 가는 책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주관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떤 책이 관심을 끌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책을
다룰 때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책을

다루는

방법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 (preliminary work)로서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책을 읽는 동작을 미세한 소리에 근거하여
분류 및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생된 소리의 시간-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고자 스펙트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해 사전 정의된
동작을 예측해냈다. 실험을 통해 책을 통한 8 가지
동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소리만으로 사용자의

특히 소장하고 싶은 책은 종이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책을
훑어보기도 하고, 꼼꼼히 읽어보는 등의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도서 구입을 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책의 명성이나 저자의 유명도, 베스트셀러
여부 등이 책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따라서
이러한 유명세가 없는 책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책 표지 디자인이나 문구에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정말

구매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실제 구매까지 유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다량의 책에 대해 구매자의 관심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자의 책에 대한
관심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설문조사가 아닌 소리
데이터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를
분석한다면 어떤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좀
더 쉽고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연구

동작을 정교하게 예측해 냄을 확인하였다.

소리 데이터는 소리 데이터의 스펙트로그램을 그려
소리를 분류한 기존 연구로는 8,723 개의 도시 데이터
(Urban-Sound8k)를 CNN 으로 학습시켜 분류해낸

주제어

연구가 있었다 [2, 3]. 그리고 최근 목소리 데이터를

인공지능, 딥러닝, CNN, Spectrogram

전처리하여 특징 값을 추출하여 학습시켜 남녀노소를

1. 서론

구분해낸 연구가 있었다 [4]. 또한 도시 소리 데이터를

책은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매체 중 하나로 정보를
얻거나, 재미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활성화되고

기술의
있다고

발달로
하지만

전자책
종이

시장
책이

또한
가지는

변환하여 소리의 종류와 방향을 분석해내는 연구가
있었다 [5]. 이와 같이 소리 분석을 위한 최근 다양한
도메인에서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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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본 연구는 책 소리를 통한 동작 분류를 위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결과 평가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2.1 Dataset
본 연구에서는 직접 수집한 1.5 초 길이의 책

그림 2. 동작 별 분류 예시 이미지

소리파일 약 50,000 개를 사용하였다. 소리는 일반
스마트폰 녹음기 (Samsung Galaxy S-series) Built-in

표 2. 수집된 동작 별 데이터 수

Application, PC 마이크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동작

책으로 할 수 있는 동작 8 가지를 만들어

Class

Data

Augmentation

Turn

C0

2,262

11,310

Flip

C1

1,630

8,150

Rub

C2

1,602

8,010

넘어가기

One
paper

C3

1,013

5061

책 덮기

Close

C4

909

4,545

Flutter

C5

874

4,370

책 하단 한 장씩

분류하였으며 동작에는 표 1 과 같이 책 하단을 한

넘기기

장씩 넘기는 동작 (C0), 한 번에 넘기는 동작 (C1), 책

책장 한 번에

중심선을 꾹꾹 누르는 동작 (C2), 한 장씩 넘어가게

넘기기

하는 동작 (C3), 책 장을 덮는 동작 (C4), 책을 뒤집어서

책 중심선 꾹꾹

펄럭이는 동작 (C5), 책장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누르기

동작 (C6), 글을 손가락으로 밑줄 긋는 동작 (C7)이

책 장 한 장씩

있다. 각 동작별로 사용된 책의 종류는 4 가지이다.
매개변수를 훈련함에 있어 과적합 (overfitting)을
방지하도록 데이터의 수를 늘리기 위해 파이썬

책 뒤집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4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증강

펄럭이기

(Data Augmentation)을 하였다. 사용된 Augmentation

손가락 움직이기

Finger

C6

930

4,650

손가락 밑줄

Under
line

C7

870

4,350

10,09
0

50,446

방법은 음원에 배경소리 추가, White noise 추가,
음원의 Pitch 바꾸기, 음원 시간 축의 Shifting 이며

긋기

아래 그림은 하나의 예시를 보이고 있다.

합계

2.2 데이터 전처리 (Preprocessing)
원본데이터와 증강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기반
기계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m4a
파일은 Adobe Audition 프로그램을 통해 1.5 초 길이의
Wave 형식으로 포맷을 변환하였다. PC 로 녹음한
파일은 수집할 때부터 1.5 초 길이의 Wave 파일
형태로 사용하였다. Sampling rate 는 44000Hz 의
Stereo 로 진행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기
그림 1. Data Augmentation

위해 소리 데이터를 Python 의 LibROSA 라이브러리
[6]를 사용하여 Spectrogram 을 생성하였다. 1 차원의
소리 데이터를 높이, 너비, 컬러를 가지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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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다.
Spectrogram 의 가로축에는 시간 정보가, 세로축에는
주파수

정보가,

색에는

강도(loudness)정보가

담겨있다.

2.5 실험 결과
학습 결과, 정확도가 약 91%로 8 가지 동작을
올바르게 예측하였다.

그림 3. Class 별 Spectrogram 예시

2.3 기계학습 훈련 환경
50,446 개의 데이터에서 75%는 Training data 로, 25%는
Test data 로 사용하였다.
2.4 신경망 구성

그림 5. Confusion matrix (단위 : %)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6 개의 합성곱 신경망 계층으로 구성하였고 계층별로

Precision 과 Recall 을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로

Max pooling 과 Dropout 을 포함하며, 활성 함수는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평균적인

ReLU (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였다. Adam

Precision 과 Recall 을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로

Optimizer

를

이용하여

신경망

진행하였다.

최적화

과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평균적인
Precision 과 Recall 이 각각 0.92 와 0.91 로 제안하는
기술이 타당함을 검토하였다.

표 2. CNN 실험 결과
동작

Precision

Recall

F1-score

Turn

0.84

1.00

0.92

Flip

0.96

0.84

0.90

Rub

0.97

0.97

0.97

One Paper

0.85

0.84

0.84

Close

0.96

0.94

0.95

Flutter

0.98

0.88

0.93

Finger

0.90

0.95

0.92

Underline

0.93

0.74

0.83

평균

0.92

0.91

0.91

그림 4. CNN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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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베이스라인 : MFCC 기반 알고리즘과 비교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는 인간이
소리를 듣는 방식을 반영한 알고리즘으로 음성인식에
널리 사용된다 [7]. CNN 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MFCC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과 비교를
하였다. 동일한 데이터를 MFCC 기반 특징 추출 기법을

One Paper

0.51

0.70

0.59

Close

0.99

0.97

0.98

Flutter

0.99

0.98

0.98

Finger

0.95

0.96

0.95

Underline

0.65

0.41

0.50

평균

0.86

0.85

0.85

통해 연속적 1 차원의 소리데이터를 특징 값의
집합으로 변환하였다. 이때 특징 값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zero crossing rate, spectral roll-off,
spectral centroid, spectral contrast, spectral bandwidth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특징값들의

3. 결론
이 연구는 합성곱 신경망(CNN)을 통해 책 소리를
분석하여 독자의 행동/관심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Forest

CNN 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소리 데이터만으로도

Classifier)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검증정확도

동작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Validation accuracy)를 구해 본 결과 84% 정도

독자가 관심이 있는 책이라면 한 장씩 천천히

수준으로 CNN 기반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넘기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저조한

일반화된

책이라면 빠르게 넘겨보거나 책장을 금방 덮을

을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할 때 나는 소리를 바탕으로

집합을

랜덤

포레스트

성능을

분류기

보였다.

애플리케이션으로의

확장을

(Random

즉,
위해서는

CNN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독자가

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혼동행렬 (Confusion matrix)은 다음과 같다.

파악한다면 관심 수준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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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IPTV 서비스 리모컨에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Voice User Interface)가 탑재됨에 따라, 사용자는
음성을 경유해 실시간 TV 채널과 VOD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음성
발화를 유도하는 기술과 형태를 리모컨에 적용하여,
해당 리모컨을 통한 음성 발화 추이와 음성 사용성,
만족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음성인식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나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부족과 낮은 음성 인식률 등으로
한동안 정체기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계 학습과
같은 기술의 발전과 음성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
해지면서 음성인식 기술은 이전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1-4].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TV 제조사 및 IPTV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도 2010 년대부터 통합 리모컨에
음성 검색 버튼을 추가하는 방식(그림 1)으로
개발하였다[5-7].

기술 연구를 통하여 IPTV 서비스 내 음성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음성인식 자동화 기술을 리모컨에서
구현하고, 음성 중심의 하드웨어 디자인을 적용하여
음성 중심 리모컨 보이스틱(Voistick)을 개발하였다.
화면과 연계되는 보이스틱 리모컨의 초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후, 자사 IPTV 서비스 사용자
2,256 명에게 배포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여 음성
발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후 설문을 통해 보이스틱
음성 기능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으로 음성 기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음성 기능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1 통합 리모컨에 음성 기능이 탑재된 모습

연구 결과, 보이스틱은 기존 리모컨보다 음성 발화를
평균적으로 더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기능
만족도 또한 보이스틱이 기존 리모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식 설문의 텍스트 분석에서는 신규로
탑재한 음성인식 자동화는 기술은 안정화가 필요하고,
음성 인식률 및 서비스 고도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자가 리모컨에 음성 기능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사용성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인공지능 셋톱박스
사용에서 호출 명령어(wake word)로 인해 발생
하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인식을 위해 기기가 항상 켜져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데, 리모컨에서의 음성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제어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다.

주제어
TV 사용자 경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스처
인터페이스, 텍스트 마이닝

두 번째 기술 측면에서는 음성 기능이 탑재된 리모컨
배포를 통해 인공지능 셋톱박스가 아닌 일반 셋톱박스
군에서도 음성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TV User Experience, Voice User Interface (VUI),
Gesture Interface,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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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림 2 와 같이 인공지능 셋톱박스에 음성 기능
리모컨이 추가된다면, TV 시청 맥락에서도 자연
스럽게 음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핵심은 구어
기반의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음성을 수집하는 통로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3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조와 단계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음성 발화의 행동유도성(affordance)
을 높인 리모컨 보이스틱(Voistick)을 개발하였다
(그림 4). 먼저 제스처 기반의 음성인식 자동화 기술을
리모컨에 접목하고, 세워둘 수 있는 외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신규 음성 리모컨의 초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자 사용법 안내 화면과 연결 상태 표시
화면을 설계하였다. 신규 보이스틱 리모컨을 자사
IPTV 서비스 사용자에게 배포하여 동의 하에 발화
건수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족도 및 음성 사용성을
주관식으로 설문하였다.

그림 2 현재 음성 기능을 지원하는 자사의 인공지능
셋톱박스와 음성 리모컨 모습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음성 기술의 탑재는
사람의 ‘사용 의도’를 구체화하여 ‘사용자 니즈(needs)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 된다. 기존의 IPTV
서비스는 리모컨의 숫자 키를 경유하여 채널 이동,
특정 VOD 검색 등 ‘목적 중심의 서비스’였다. 음성
기반으로 화자 인식이 가능해진다면, 개별 사용자
정보와 메타데이터 (Meta-Data)의 결합으로 VOD
추천과 같은 니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셋톱박스가 음성
기능이 없는 리모컨 대비 감성적, 기능적 품질은
높았다는 연구 결과[4]는 사용자 니즈 중심의
서비스에는 음성 기능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3 은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구조와
단계이다[8-10]. 사용자의 발화 문장은 음성 인식,
언어 이해, 대화 처리, 언어 생성, 음성 합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가 전달된다. 자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 가정 환경에서 음성 인식률은
90%에 이르지만[11], 음성 기능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직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성 저변 확대,
음성 인식률 고도화, 서비스 도메인의 확장 등
종합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도 첫 단계인 음성 발화에
초점을 맞추어 음성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음성 발화를 유도하는 형상의 리모컨을
제안하고, 이러한 변화가 음성 발화 건수와 음성 기능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4 음성 중심의 리모컨 보이스틱의 모습

2. 음성 중심 리모컨 보이스틱 개발
현재의 자사를 포함하여 IPTV 서비스 사업자 3 사가
제공하는 리모컨은 통합 리모컨에 ‘음성 검색’ 버튼이
탑재된 형식이다(표 1). 이러한 리모컨은 앞서 말한
‘목적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리모컨으로, VOD
네비게이션에 초점을 맞춘 형태이다. 채널 이동과
VOD 검색을 위한 숫자 및 자판 버튼이 리모컨
하단부에 위치하는 레이아웃은 3 사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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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PTV 서비스 사업자 3 사가 제공하는 리모컨 모습
KT 기가 지니
리모컨

SKB AI 셋톱박스
리모컨

LG U+ UHD 3
셋톱박스 리모컨

그림 6 버튼 중심의 자사 리모컨과
음성 중심의 리모컨 보이스틱의 외형 비교

2.3 음성 기능 초기 사용자 경험 개선

이러한 기존 리모컨 형상에서 벗어나, 음성 기능이
중심인 리모컨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신규 리모컨은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음성 발화를 유도하는 행동
유도성(affordance)을 높이고자 하였다.

음성 데이터 전송을 위한 블루투스 연결 단계를
자사와 타사 모두 기존 리모컨에서는 여러 버튼의 조합
혹은 리모컨 후면에 위치한 별도의 페어링 버튼을 눌러
실행하였으나, 음성 중심 리모컨 보이스틱에서는 음성
검색 버튼을 1 회 누르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보이스틱
초기 사용에서 필요한 사용법 안내 화면과 보이스틱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표시 화면을 추가적으로
설계하여 음성 중심의 신규 리모컨을 접하는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표 2).

2.1 제스처 기반의 음성인식 자동화 기술 적용
제스처 기반의 음성인식 자동화 기술(Raise-ToTalk)을 구현하여 초기 호출 명령어 없이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드는 제스처만으로 사용자가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 전면의 음성 버튼 눌러
음성을 발화하는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보이스틱 을
들어 발화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자는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 초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주요 서비스 화면 설계

사용법 안내 화면

그림 5 제스처 기반의 음성인식 자동화 기술

보이스틱 연결 상태 표시 화면

2.2 음성 중심의 하드웨어 디자인 설계
음성인식 엔진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어, 자연어로 실시간 채널 검색,
VOD 콘텐츠 검색, AI 서비스 실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숫자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을 삭제하고, 주요
버튼을 통합하여 음성 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들고 말할 수 있는 행동 유도성을 위해
마이크는 리모컨 전면이 아닌 상면에 배치하고, 보다
더 작고 간편하게 디자인하여 리모컨 그립감을
개선하였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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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결과

3. 실험 설계 및 결과

보이스틱 사용 전과 후로 음성 발화 건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조 기간은 5 주(2019. 05. 01~2019.
06. 04)를 선정한 후, 기존 리모컨과 보이스틱의 주 당
평균 발화 건 수 추이를 살펴보았다(그림 7). 각 주차에
음성 사용 이력이 남은 가정을 대상으로 각 주의 음성
발화 건 수의 평균값을 도출하였으며, 추가로 음성인식
자동화 방법으로 발화한 평균 건 수도 산출하였다.
기존 리모컨을 통해서는 주 당 평균 5 회 내외의 음성
발화가 시도되었으나, 보이스틱 첫 주에는 평균
12 회가 시도되었다. 이후 점점 평균이 낮아지나
4 주차에 이르러 평균 6.6 회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성인식 자동화 방법으로 발화한 평균 건 수는
보이스틱 사용 1 주차에는 5.1 회 였으나, 주 차가
거듭될 수록 평균 2.7 회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자사의 IPTV 서비스 이용자 중
보이스틱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음성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일반 셋탑박스-음성 리모컨’의 조합으로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 중, 음성 기능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2,256 명 참여자로 선별하였다.
참여자는 5 주(2019. 09. 01~2019. 10. 05) 동안
사용하였으며, 동의 하에 체험 기간 동안 음성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체험 기간이 끝난 후에 모바일
설문 방식을 통해 보이스틱의 사용성 설문을
진행하였다.
3.1 음성 발화 데이터 및 설문 데이터 수집
사용자들의 음성 발화 데이터는 셋탑박스를 통해 사내
데이터 로그 시스템에 기록이 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에서는 보이스틱의 음성 사용성에
대한 참여자 주관식 의견과 기존 리모컨과 보이스틱의
음성 기능 만족도 설문을 리커트 1-9 점 척도로
수집하였으며, 총 1,455 명이 응답하였다.
3.2 데이터 분석
사용 기간의 음성 발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DBeaver[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음성 발화
데이터는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통해,
주차 별 음성 발화 추이를 기초통계값으로 분석 하였다.
보이스틱의 음성 사용성에 대한 참여자 의견은 텍스트
분석으로 주요 키워드와 이슈를 추출해 사용성을
분석하였다[13].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공란과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삭제하여,
총 1,187 건의 텍스트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이스틱의 음성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part of
speech)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는 Mecab-ko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lucene-analyer[14,15]
문장을 작은 형태소 단위로 나누었고(parsing),
불용어(stop-words)를 직접 설정하여, 의미가 없는
형태소와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IPTV 서비스
및 리모컨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해당 과정을 통해 보이스틱 음성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카테고리들을 선정하였으며, 각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Clustering)과 N-gram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7 기존리모컨과 보이스틱의
주 당 평균 음성 발화 건 수 추이 비교

보이스틱의 음성 사용성에 대한 사용자 의견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요 사용성 카테고리와
이슈가
도출되었다(표 4). 주요 카테고리에는 음성인식
자동화, 연결성, 음성 인식률, 반응 속도 이렇게
4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음성인식 자동화는 기존보다
민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작동한다는 주요
이슈가 있었다. 연결성 카테고리는 하드웨어 측면 에서
블루투스를 통한 보이스틱과 셋톱박스의 연결이 자주
끊어진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확인 되었으며, 음성
인식률 카테고리에서는 음성인식 고도화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응
속도 카테고리에서는 음성인식의 결과 도출 시간,
음성인식 과정에서 화면 속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음성인식 자동화 카테고리에서 도출된 이슈를 통해
음성인식 자동화 기능은 긍정과 부정 반응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고, 보이스틱에 탑재된 음성인식
자동화 기능은 사용자마다 받아들이는 속도와 경향이

마지막으로 기존 리모컨과 보이스틱 음성 기능 만족도
응답 데이터는 SPSS 를 활용하여 대응 표본 t-test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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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음성 기능 만족도 전체 대응 표본 검정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성인식 자동화
카테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3 가지 카테고리는 음성
기능이 탑재된 기존 리모컨과도 사용성 이슈와
공통되는 것으로, 꾸준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기존 리모컨
음성 기능 만족도
– 보이스틱
음성 기능 만족도

표 3. 주요 카테고리 별 사용성 이슈와 언급 빈도
주요
카테고리

이슈

언급 빈도

-음성인식 자동화가 매우
민감하다.
-음성인식 자동화가 갑자기
작동되며, 시청 중에 불편했다.

242 건
/1,187 건
(20.4%)

-자동화 기능이 특정 각도에서만
작동하며, 발화 방법을 모르겠다.
-보이스틱과 블루투스 연결이
자주 끊어진다.
연결성

-재 연결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재 연결해야 한다.
-연결이 끊어진 후, 재 연결이
어렵다.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정확한 발음을 해야한다.

음성
인식률

-주변 소음이 있거나, 지역 방언을
사용할 때 인지율이 떨어진다.
-짧은 단어는 인식이 가능하지만,
문장 인식은 어렵다.
-음성인식의 반응속도가 느리며,
화면 전환이 느리다.

반응 속도

t

df

유의확률
(양측)

-1.52

-22.97

1454

0.000

표 5. 음성 기능 만족도 전체 대응 표본 통계량
-기존보다 음성 검색이 편리했다.

음성인식
자동화

평균 차

-한글과 영어 발음이 겹치는
단어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음성 버튼을 잘못 누르면,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

N

표준
편차

표준오차
평균

기존 리모컨
음성 기능 만족도

5.25

1455

2.26

0.06

보이스틱
음성 기능 만족도

6.77

1455

1.97

0.05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신규로 제안하는 음성 중심의 리모컨을
IPTV 서비스 사용자 가정에 배포하여, 음성 발화
건수와 음성 기능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음성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음성 중심의 리모컨에서 주요 사용성
이슈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73 건
/1,187 건
(6.1%)

기존 리모컨과 보이스틱의 평균 음성 발화 건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음성인식 자동화 기술이 내재된
보이스틱을 통한 평균 음성 발화 건수는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도 보이스틱을 통한
음성 검색이 기존보다 편해졌다는 의견을 확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성 기능 만족도 평가 또한
보이스틱을 통한 음성 기능 만족도가 기존 리모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이는 음성 발화
단계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음성 발화
행동유도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제품의 초기 기획
의도에 부합한 결과이다. 하지만 음성인식 자동화와
블루투스 연결 등 하드웨어 안정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개선 사항도 도출하였다.

286 건
/1,187 건
(24.1%)

72 건
/1,187 건
(6.1%)

리커트 1-9 점 척도로 수집한 기존 리모컨과
보이스틱의 음성 기능 만족도 설문 데이터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4). 그 결과 리모컨
유형에 따른 음성 기능 만족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22.97, p<0.001),
보이스틱을 체험한 사용자로부터 기존 리모컨보다
보이스틱을 통한 음성 기능의 평균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표 5).

또한, 음성 발화 추이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초기
보이스틱의 평균 음성 발화 건수는 기존 발화 건수의
2 배를 상회하였으나, 점차 발화 건수가 줄어들다 일정
구간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내재된 서비스
도메인은 기존과 동일하기에 발화 이후의 사용자
여정이 동일 하였고, 서비스 결과값에 차이가 없었기에
평균 발화 건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이스틱
리모컨과
같이
이동성(mobility)과
휴대성(portability) 영역에서 음성 기능이 탑재된
디바이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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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할 서비스
도메인 확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p. 168177). ACM, 2004.
14. Mecab-ko-lucene-analyzer.
http://eunjeon.blogspot.kr/ 2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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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멀티턴 서비스 사용 시
사용자가 멀티턴 서비스의 대화 분리감을 인지하는지,
어떤 청각큐가 대화 분리감에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청각큐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참가자 10 명이 20 분간 청각큐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토타입과 각각 세 가지 다른
청각큐를 제공하는 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도록
한 후 15-20 분간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세 가지 청각큐는 Auditory Icon,
Musicon, 그리고 Voice Alter 이다.
조사 결과, 멀티턴 서비스의 대화 분리감은 약하며,
청각큐가 대화 분리감을 증대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가장 분리감이 강한 청각큐는
특이한 목소리의 Voice Alter 지만, 강한 분리감과는
별개로
자연스러우며
서비스에
잘
어울리는
Musicon 이나 Auditory Icon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내용은 대화 분리감이 중요한 AI
스피커의 멀티턴 서비스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AI 스피커, 멀티턴 서비스, 대화 분리감, 청각큐

1. 서 론
기존 스피커에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진 인공지능(AI)
스피커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3]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 월 이동통신 3 사와
네이버×카카오의 AI 스피커 누적 판매대수는
412 만대로 작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다.[2] AI
스피커의 주된 인터페이스는 ‘음성’으로,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구동된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Voice User Interface, VUI)는 인간의 말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인터페이스 방식이다[1].

가능하게

하는

AI 스피커의 서비스는 기기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사 서비스와 제조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제작한 서드파티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글의 구글홈 AI 스피커에서 날씨 정보나 시간 정보가
제조사 서비스에 해당되며, ‘미세미세’ 어플과 디즈니의
‘겨울왕국 영어이야기’가 서드파티 서비스에 해당된다.
기기의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서드파티 서비스를 보조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적으로도 중요하다.
AI 스피커 서비스를 구분하는 또다른 기준으로는
싱글턴 서비스와 멀티턴 서비스가 있다. 싱글턴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오케이 구글”이나 “헤이
구글”과 같은 웨이크 단어 이후 하나의 명령만을
입력한다.[5] 싱글턴 서비스에는 시간 정보와 같은
제조사 서비스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고 바로
종료하는 ‘미세미세’ 어플과 같은 싱글턴 서드파티
서비스가 모두 해당된다. 반면 멀티턴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웨이크 단어와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면 해당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주로 챗봇의
형태를 띄는 멀티턴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진 ‘닫힌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4]
구글홈 AI 스피커의 ‘타로챗봇 라마마’와 ‘인터파크’
챗봇과 같은 멀티턴 서드파티 서비스가 멀티턴
서비스에 해당된다.
제조사 서비스나 싱글턴 서드파티 서비스와 같은
싱글턴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멀티턴 서비스와의 ‘닫힌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사용자는 분리된 대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화의 분리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멀티턴 서비스와의 ‘닫힌 대화’ 중에 제조사 서비스나
싱글턴 서드파티 서비스를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용자와 대화 중이던 멀티턴 서비스에서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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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예로, 구글홈 AI 스피커에서 멀티턴
서드파티 서비스인 ‘타로챗봇 라마마’와 대화 도중
“오케이 구글, 날씨 알려줘”와 같은 제조사 서비스를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타로챗봇 라마마’가 진행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시각 인터페이스가 없는 AI 스피커의 멀티턴
서비스에서는 위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청각큐를
이용하여 대화의 분리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Yoon et
al.[1]의 연구에서는 VUI 연구에서 사용되는 5 가지
청각 피드백을 탐색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가공된
추상적 소리인 Earcon 과 실제 대상물의 대표적인
소리를 메타포로 이용하는 Auditory Icon 은 듣기
상태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에만 제공하는 단절음으로
사용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데이터의 청각 표현인
Sonification 과 음악의 짧은 샘플인 Musicon,
주변적인 청각 소리인 Ambient 는 듣기 상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공하는
지속음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AI 스피커의 멀티턴 서비스에서 어떤
청각큐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대화의 분리감을
인지하는 것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청각큐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 참가자 10 명이 다양한 청각큐를 제공하는

그림 1 ‘포춘텔러’ 설계도

동일한 서비스에 각각 세 가지 다른 청각큐를 추가하여
‘포춘텔러 이펙트’, ‘포춘텔러 배경음악’, ‘포춘텔러
보이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Yoon et al.[1]의 연구에서 사용된 5 가지 청각 피드백
중 단절음인 Auditory Icon 과 지속음인 Musicon 외에
이질적인 목소리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Auditory Icon 을 사용하는 ‘포춘텔러 이펙트’는 듣기
상태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동전이 부딪히는 효과음을
삽입했다. Musicon 을 사용하는 ‘포춘텔러 배경음악’은
듣기 상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배경음악을 삽입했다. ‘포춘텔러 보이스’는 실험에
사용된 AI 스피커와 나머지 포춘텔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 목소리를 사용했다.
네 가지 버전의 포춘텔러 서비스 특징은 표 1 과 같다.
표 2 포춘텔러 각 버전 서비스 특징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도록 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조사 설계
본 조사를 위해 편의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AI 스피커
사용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총 10 명(남 5, 여 5)을
모집하였다. 모든 조사 참가자는 동일한 구글홈 AI
스피커를 이용하여 청각큐를 제공하지 않는 멀티턴
서비스를 사용 후, 동일한 서비스를 세 가지 다른
청각큐를 추가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2.2 조사 방법

2.1 프로토타입 개발
본 조사를 위해 구글 dialogflow 를 이용하여 운세를
알려주는 AI 스피커 서비스 ‘포춘텔러’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포춘텔러’는 ‘닫힌 대화’를 발생시키는
멀티턴 서비스로, 참가자의 개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터렉션 위주의 챗봇 형태로 디자인했다. 위 서비스는
실제 조사에 사용될 구글홈 AI 스피커와 유사한 남성
목소리를 사용했다. ‘포춘텔러’는 그림 1 과 같은
서비스 설계를 사용한다.

각 참가자가 20 분동안 자유롭게 구글홈 AI 스피커를
이용하며 청각큐를 사용하지 않는 ‘포춘텔러’를 3 회
사용 후 ‘포춘텔러 이펙트’, ‘포춘텔러 배경음악’,
‘포춘텔러 보이스’를 각 한 번씩 사용하도록 하였다. 세
가지 청각큐의 사용 순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청각큐의 순서는 참가자마다 랜덤으로 배정하였다.
포춘텔러 서비스 사용 시에는 턴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총 여섯 번의 포춘텔러 서비스 사용 중간에
싱글턴
서비스인
제조사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연스러운 AI 스피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 참가자의 필요에 따라 20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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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모든 참가자는 20 분의 AI 스피커 사용 직후 1520 분의 사후 인터뷰에 답변했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멀티턴 서비스의 인지된 대화 분리감, 세 가지 청각큐의
대화 분리 효과, 그리고 세 가지 청각큐의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봤다. 모든 조사 내용 및 인터뷰 내용은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3. 조사 결과
3.1 인지된 대화 분리감 및 오류 발생 가능성

Auditory Icon 이 가장 분리감을 증대시킨다고 답변한
참가자는 3 명(P03, P04, P09)이었으나 이중 2 명(P03,
P04)은 특이한 목소리의 Voice Alter 가 사용될 경우
Voice Alter 가 Auditory Icon 보다 분리감이 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머지 1 명의 참가자(P09)는
Auditory Icon 에 대해 “되게 명확하게 … 이펙트가

저한테는 얘가 시작되는 시그널이구나 라는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라며, 특이한 목소리의 Voice
Alter 가 사용되더라도 Auditory Icon 이 가장 분리감이
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 명의 참가자(P01)는 세 가지 청각큐 모두 분리감을

10 명의 참가자 중 8 명의 참가자(P03, P04, P05, P06,
P07, P08, P09, P10)가 청각큐가 없는 ‘포춘텔러’는
대화의 분리감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청각큐가
있는 것이 분리감을 증대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 명의 참가자(P01, P02)는 청각큐가
없는 ‘포춘텔러’를 사용 시에도 대화의 분리감이 확실히
느껴지며, 청각큐가 있다고 해서 분리감이 크게
증대되는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P01 은 “서비스

안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지금 전면에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다.
20 분간의 AI 스피커 사용 도중 멀티턴 서비스와
싱글턴 서비스를 분리하지 못해 오류를 발생시킨
참가자는 총 3 명(P08, P09, P10)이었다. 동일한 3 명의
참가자는 멀티턴 서비스와 길게 대화 시 약한 분리감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나머지 7 명의 참가자는 멀티턴 서비스의
분리감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3.2 세 가지 청각큐의 대화 분리 효과
10 명 중 2 명의 참가자(P05, P06)가 Auditory Icon,
Musicon, Voice Alter 의 세 가지 청각큐 중 Voice
Alter 가 분리감이 가장 강하다고 답변했고, 위 2 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6 명의 참가자(P03, P04, P05, P06,
P07, P08)가 본 조사에서 Voice Alter 에 여성 목소리가
아닌 특이한 목소리를 사용했다면 Voice Alter 가 가장
분리감이 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Musicon 이 가장 분리감을 증대시킨다고 답변한
참가자는 4 명(P02, P07, P08, P10)이었으나 이중
2 명(P07, P08)은 특이한 목소리의 Voice Alter 가
사용될 경우 Voice Alter 가 Musicon 보다 분리감이
강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2 명(P02, P10)의
참가자는 특이한 목소리의 Voice Alter 가 분리감이
가장 클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고 답변했다.

크게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3.3 세 가지 청각큐의 선호도
10 명 중 5 명의 참가자(P01, P02, P06, P07, P10)가 세
가지 청각큐 중 Musicon 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이중 3 명의 참가자(P01, P06, P07)가 Musicon 이
‘포춘텔러’와 잘 어울린다는 점과 자연스럽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다른 2 명의 참가자(P01, P10)는
Musicon 이 듣기 상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공되는 지속음이기 때문에 턴테이킹 포인트를
알려준다는 점을 추가적인 장점으로 꼽았다.
Musicon 청각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Auditory
Icon 청각큐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변한 참가자 중
2 명의 참가자(P03, P09)가 Musicon 이 음악을 주로
트는 스피커의 역할과 겹쳐 분리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P03 은 “배경음악도…워낙 음악 듣는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라고 답변했으며, P09 는
“배경음악도 사실 음악을 듣다가 와서 그런건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답변했다.
10 명 중 4 명의 참가자(P03, P04, P05, P09)는 세 가지
청각큐 중 Auditory Icon 을 가장 선호했다. 4 명의
참가자 모두 ‘포춘텔러 이펙트’에서 사용된 Auditory
Icon 이 실제 소리의 메타포라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고 답했다. P04 는 “효과음이 약간

몰입감을 좀 더 줬던 것 같아요. 정체성을
부여해서…”라고 추가했으며, P09 는 “포춘텔러
이펙트가…더 많이 사용하게 유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지…”라고 답변했다.
Auditory Icon 청각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Musicon 청각큐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변한 P02 는
“효과음이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계속 나니까…이

소리도 있고 ‘띠링’ 소리도 있어서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라며 구글홈 자체의 효과음과 더해져
효과음이 너무 많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Music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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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한다고 답변한 P07 과 선호하는 청각큐가 없다고
답변한 P08 은 Auditory Icon 이 쉽게 “흐려지고”,

“잃어버리기 쉬울 것”이라고 답했다.

Musicon 과 Auditory Icon, Voice Alter 를 선정한
점이 한계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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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way of elderly home care is gradually
transforming to smart way, the smart home design
and the smart community construction for the
elderly will become the development orientation of
the smart home care in China. The basic
cultivation of the Internet behavior habits of the
elderly also provid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life
experience for the smart elderly care, and provides
a user bas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mart home
care system. Statistics reveal that in 2019, the
elderly aged over 50 have become the largest
incremental group in China, accounting for 30% of
all Internet users. The Internet behaviors of the
elderly are characterized by gradual increase of use
time, frequent use of mobile devices, and social
interaction supplemented by multiple purposes.
Nowadays, more than a third of the elderly spend
3 hours or more in using the Internet. They are
highly active and influential in the social media,
and even lead a trend of “silver hair”. In terms of
the device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the mobile
phone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used tool.
The elderly people use the mobile Internet mainly
for socializing, coupled with information such as
health care, catering and tourism. The mobile
network increases their happiness and relieves their
loneliness in life. The formation of Internet habits
of the elderly in China has not only reduced the
cognitive difficulty for the elderly in using smart
home care devices, but also increased the intensity
of the elderly’s demand for smart home care.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elderly home care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development directions. The mode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has changed from
interface interaction to non-interface interaction,
while the emergent studies related to machine
philosoph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direction of artificial philosophy
and logic. Voice interaction is closer to the natural
interaction mode between people, in which
information transmission is fast and convenient.
Besides, it can contai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voice input with more humanistic meaning,
thus reducing the cost of human-computer
learning. It may be likely to provide a natural
interaction adapted to the body and mind of the
elderly, facilitate the use of products in their
lifestyle, and thus become an important means in
the design of smart home products.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interaction design trends between
Chinese elderly smart home care and natural
speech in relevant scenes from the perspective of
speech interaction.

Keyword
Elderly care, voice interaction, smart home care,
design trend

1. Aging and Internet life in China
In 2017, the number of Chinese people aged 65 and
above reached 158.31 million, accounting for 11.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However, the birth
rate is declining in China. It signifies considerable
increase of dependency ratio, namely ratio of the
non-labor population in the future. As the

2. Advantages of Voice Interaction applied in
smart elderly lif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voice interaction, the

- 433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recognition rate of which has exceeded 97%. The
application of voice interaction in household
products has been gradually expanded to the mass
market. This kind of interaction actually reflects
the evolution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in
the past decades, returning from machine-oriented
to human-oriented natural interaction. Voice
interaction can adapt to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due to its advantages
of natural interaction. It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n the development of smart products
and services:

establish man - machine trust and develop the
habit of using the device, infiltrating smart devices
into the elderly life. The humanized natural
communication mode provides two dialogue
scenes : Task-based dialogue design and chatbased dialogue design. Task-based dialogue
involves the main content of the current voice
interaction. The user gives the instruction, and then
the machine recognizes and completes the task.
Chat-based dialogue mainly involves search
services. In the future, chat-based dialogue will be
an importan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voice interaction. The in-depth and intelligent
chatting mode will be closer to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cene, thus improving the
naturalness of user interaction and the intensity of
emotional communication.

2.1 Physiological Need of Voice Interaction
First of all, the intuitiveness of voice interaction
meets the physiological needs of the elderly.
Physiologically, the sensibility of the elderly
decreases with age, including visual perception,
visual reaction speed and color recognition, so do
the hearing ability, tactile sensitivity and
positioning ability. In this case, it will be inevitably
troublesome to use the interface and tactile
interaction. Compared with interface interaction
and tactile interaction, voice interaction is more
intuitive and convenient, and closer to life
experience with respect to interaction logic,
rendering it intuitive and easy to wake up smart
devices and delegate tasks. With spatial flexibility,
the voice interaction solves the limitation of using
space to a certain extent.

2.3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Elderly life
and Voice Interaction
Furthermore, voice interaction increases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in using the product.
The technological home care aim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viding for the aged, provide new
elderly life and improve medical efficiency, while
establishing a smart home care community. Voice
interaction makes it easier for the smart home care
devices to wake up the user, easier and human to
interact, and more efficient to use. In institutional
and home care scenarios, voice interaction
technology coupled with wearable products
improves the efficiency of various service modes
and significantly reduces the cost of care. The
smart voice system and th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even enable the elderly to use smart
devices to monitor various physical indicators or
participate in consumption and soci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2.2 Voice Interaction with User Interaction and
Emotional Communication
Secondly, the presentation of voice interaction is
more anthropomorphic. A virtual character should
be created for voice interaction. The virtual
character determines the voice gender, timbre
attribute, and certain personality metaphor. It is an
embodiment of emotional design.
The anthropomorphic voice eliminates the
difficulty of usage, and arouses the curiosity of
elderly users to try the voice interaction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anthropomorphic voice
creates scenes and atmosphere close to real-person
communication,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elderly users to use language. It is convenient for
elderly users to express ideas and emotions,

3.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voice
interaction technology in China’s elderly
care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network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philosophies such as logic machine
philosophy of A.W, Burks and artific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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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behavior, elderly people are getting more
familiar with the use of the Internet and developing
online consumption habits, which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voice interaction products.
Currently, the smart home care products are
primarily applied in China’s first-tier and secondtier cities. The energetic elderly aged between 50
and 64 are highly acceptable to products and
services. The energetic elderly are characterized by
stronger adaptability, and better learning ability
and financial strength, the preference for
competitive consumption and new types of services,
and the willingness to spend more time on health
and sports. Therefore, the energetic elderly
population will become the initial service target of
voice interaction products, and voice interaction
technology will become an important application
technology to improve the life quality and create a
high-tech lifestyle for the elderly.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voice products, the voice interaction
products for the elderly feature simpler operation,
more natural interaction and more care. Smart
voice interaction products, on the one hand,
provide more convenience and enhance the
comfort of home care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create more communication and companion
scenes for elderly, providing more spiritual and life
care. The article will discuss the design trends from
the perspective of voice interaction applied to the
elderly care scenes, specifically, home care
assistance for the elderly, companionship and
communication, early dementia treatment, and
medical tracking and care.

philosophy, and promoted the in-depth research
on evolutionary logic. The smart voice interaction
system essentially symbolizes a technical regression.
The natural voice interaction focuses on the
principle of human logic.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more natural and optimized human-computer
interaction process in the future.
Mostly based on the smart space, the voice
interaction products for the elderly are optimized
and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natural voice intera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5G technologies, and i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agents, providing
products for elderly partners, nursing robots, and
smart speakers.

Figure 1 Elderly companion robot of ELLI-Q(Left)
RUDY elderly companion robot by INF Robotics(righ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5G and other technologies, the natural voice
intera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s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agents, providing elderly
care companion products, nursing robots, smart
speakers, etc. (see figure 1). Elderly users tend to
segmented in China. The elderly of different regions,
ages and education levels have different living
needs, which mean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user needs and experience differentiation in
terms of functional design for voice interaction
products. The large number of product segments
also poses greater challenges to the design. The
good news is that the population base of elderly
people is large in China. There are about 400
million people aged over 50, with an increase of 15
million people aged over 60 every year. In addition,
due to the popularity of Internet usage and online

3.1 Home care assistance services in cities
In terms of life information services, smart voice
interaction products can provide weather, news,
song broadcasting and other services. Elderly users
can easily and intuitively obtain information such
as news, weather, travel and traffic through voice
interaction. Music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The product contains a music library for
the aged, which plays music or opera through voice
interaction, such as the songs of Deng Lijun and
Cai Qin, or Peking Opera and Yue Opera.
In terms of entertainment and fitness services, voice
interaction products can provide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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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user goes to bed, etc. Smart companion
robot can become “friend” of the elderly, creating
more emotional communication for them, thus
increasing their frequency of receiving external
information, and effectively alleviating the
loneliness and depression caused by lack of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 smart speaker that
includes video system, electronic photo album, and
third-party voice-driven APP is also a home
appliance with companion function. The video
system allows elderly users to quickly call video
services with voice, and communicate remotely
with family and friends at any time, simplifying the
complexity caused by dialing; the electronic album
can quickly establish the cloud album function that
allows sharing with friends and family through
voice, enabling multiple users to upload and share
photos.; the third-party smart speaker APP can
start the voice memoir service, allowing the elderly
to record memoirs and snap life photos. The
above-mentioned services provided by the smart
speaker can effectively help the elderly build a life
memory bank to summarize and store daily
information. It not only enriches the elderly life,
but also relieves their loneliness when they are
alone.

programs and information favored by the elderly.
For example, the smart speaker an example. In
addition to playing music, it also allows users to
order accompaniment besides playing music, thus
creating a family KTV environment. In addition, as
energetic seniors in cities love outdoor activities
and exercise to find a sense of collective belonging,
the voice interaction products provide fitness
training contents for the elderly, such as
shadowboxing classes, boxing music, and aerobics
for the elderly.
In terms of home security protection and reminders,
common voice interactions can effectively realize
the switching functions of household appliances,
such as switching on and off lights and air
conditioners. The elderly in China have a strong
awareness of turning off the ligh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lights are turned off, they
often go back and forth multiple times, which
cause inconvenience for them, especially those who
have difficulty in walking. Such repetitive behavior
of confirmation can be eliminated through voice
interaction, which makes life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Besides, voice interaction can be used
to remind and manage home security for the
elderly, such as door lock security, water leaks, and
gas leaks; the security system connects with
switches of cameras and monitoring devices to
monitor home security in real time and proactively
give voice reminders about door lock status when
the user enters and exits the door; with regular
monitoring of water and gas mains, the voice
interaction can give remote warning of potential
threats via mobile phone, etc.

3.3 Initial treatment for elders with disabilities
and dementia
In 2015, China’s population aged 60 and over
reached 221 million, of which nearly 40 million
were disabled and semi-disabled, accounting for
18% of the total elderly population. Voice
interaction products such as smart speaker can
provide nostalgic treatment for patients with early
dementia. The elderly people with early dementia
suffer the loss and dissipation of short-term
memory, while the long-term memory is
unaffected. Treatments for early dementia include
emotion therapy, music therapy, and nostalgia
therapy. In terms of therapeutic principle, smart
speaker alleviates the symptom of dementia of
elderly patients by combining nostalgia and music.
By means of recollecting the music and voice
stories that have been heard in the past, patients
can achieve emotional relief and improve their
happiness, thus improving their mental state.

3.2 Daily companionship and communication
for the empty-nest elderly
The total number of the empty-nest elderly is
increasing year by year in China, and is expected to
reach about 118 million by 2020. Daily
communication becomes a big problem for the
elderly. The smart companion robot can provide
voice chat services for elderly users, creating
scenarios for elderly users to speak through voice
interaction, and take care of the elderly’s diet,
including medication reminders, dietary suggestions,
playing local news, uploading 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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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and digital technology can enrich
nostalgic content, attracting the attention of
patients with dementia effectively through nostalgic
photo albums, nostalgic music, remote video
guidance, etc., thereby achieving better interactive
effect. For example, smart speaker enables the
patient to continuously review the life experiences
and historical knowledge by playing personalized
nostalgic music, playing life information frequently,
and reminding festivals and explaining historical
events, so as to maintain the activity of the elderly
brain and effectively improve the cognitive ability
of the patient with dementia, help exercise memory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strengthen social
skills (see Figure 2). During the nostalgia and music
therapy through smart speaker, demented elderly
people can have mor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further get more social attention
to reduce the loneliness, and obtain positive
emotions to effectively improve the dementia state.

act as medical test personnel to stay by the side of
the elderly 24 hours a day. For long-term care
assistant, voice interaction mainly provides social,
medical monitoring, reminder and other services
through wearable devices. By means of voice
interaction, the product reminds the elderly users of
their current physical conditions and measures to
be taken, such as providing medication reminders,
routine monitoring, and long-term monitoring of
physiological indicators (blood pressure, heart rate,
etc.), reminds patients of the time for medical
examinations, and arranges hospital appointment,
inquires doctor information, and records
medication and physical condition and other
related care services.

4. Conclusion
China will gradually build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smart technology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The community comprising families is
built based on cutting-edge interactive technologies,
mobile network technologies, big data and cloud
services. It will provide customized medical services
for elderly home companionship, body monitoring,
medical data acquisition and medical solutions, and
enrich the elderly’s activities, thus meeting their
entertainment and social needs. This development
can not only prevent and alleviate the occurrence
of elderly diseases, but also help the government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elderly care and
medical care, and better improve medical efficiency
and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echnology
in smart home care.

Figure 2 Scenario for the elderly to use smart speaker

3.4 Medical follow-up and care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The demand for medical care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o peak by 2038 in China. The smart
voice elderly care products are also applied to
medical assistance, such as smart mattress, fall
detector, smart toilet seat and physical sign
monitoring pad. There medical assistance is
commonly divided into remote monitoring and
long-term care assistant. Remote monitoring, such
as smart home system, mainly provides detection
modules for physiological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se modules can collect various
physiological data of the elderly at any t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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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하지 못하고 괴로워함.”
이 세 가지 갈등의 의미 중에서 본 논문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첫 번째
정의)이나 문학적 갈등 (두 번째 정의)보다는
개인적 갈등 (세 번째 정의)에 초점을 둔다.

요약문
본 논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개인적 갈등 유형을 수집하고, 이를 협업을 통해
갈등에 대한 공감대와 해결책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갖는 협업용 아트 게임을
소개한다. 게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본 논문은
아날로그 형태로 디자인한 게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갈등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20 개의
갈등 스티커와 이에 대한 해결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20 개의 해결 스티커를 이용하여 총 8 명의
자발적 참가자들에 대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고,
참가자 대부분은 ‘갈등’ 또는 ‘고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협업용 게임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볍게 풀
수 있다는 점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갈등
표현 및 해결을 위해 사용한 상징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의견과
상징성으로 인해 구체적 해결이 어려웠다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였으며, 이에 대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갈등의 유형과 원인은 연령대,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특히 ‘갈등’의 범위를
대학생(또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적 고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제시하는 게임 내에서 익명의 능동적
플레이어들이 상징적 스티커를 통해 고민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익명의 플레이어들이
(역시 상징적 스티커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제시하는
아트 게임은 기능성 게임 (serious game) 또는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을 적용한 게임성
또는 유희성이 있는 상호작용 (gameful/playful
interaction) [2]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협업의
개념을 강조한 아트 게임을 통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의미와 이의 해석과정을 통한 플레이어 간의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2. 관련 연구

갈등 해결, 협업 아트 게임, 기능성 게임

2.1 아트 게임 및 기능성 게임

1. 서 론

아트 게임(Art Game)의 정의나 종류는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3,4,5]. 예를 들면, Tiffany
Holmes [4]는 그의 논문에서 아트 게임을 “비주얼
아티스트에 의한, 대체로 유머러스한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1) 문화적
전형성에 도전하거나; 2) 의미 있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비판을 제공하거나; 3) 독창적인 방법의
스토리텔링”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협업용 아트 게임은 Holmes 의 아트 게임 정의를
기반으로, 갈등의 공유와 해결이라는 모티프를 갖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갈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문학이나 예술의 주요 소재이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1] 에서 갈등은 크게
3 가지의 의미로 정의한다. 첫째,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둘째, “『문학』 소설이나 희곡에서,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이르는 말.” 셋째, “『심리』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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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게임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으로, 관객 또는 플레이어가
예술가의 작업을 보며 (또는 플레이하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제안하는 예술적인
의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ason
Rohrer 가 개발한 Passage [6] 게임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제한된 시점에서 2D 맵을 이동하는 것이 주요 게임
플레이이고, 이를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하여 삶과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플레이어가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3. 게임 디자인
본 섹션은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업
아트게임 디자인에 관해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3.1 디자인 설계
본 협업 아트게임은 갈등 스티커, 해결 스티커,
포스트잇, 그리고 스티커 또는 포스트잇을 부착할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 스티커와 해결
스티커는 각 20 개씩 총 40 종으로 구성되며, 그림
1 에 표현된 갈등 스티커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제
갈등 사례(예: 학업, 관계 등)를 수집한 후,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은 “한 명 또는 다수의
플레이어를 위해 오락 (entertainment) 이상의
의도를 갖고 개발된 임의의 형태의 양방향성의
(interactive) 컴퓨터 기반 게임”으로 정의한다 [7].
기능성 게임을 갈등 측면에서 연구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Fearnot!
[8]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일종인 왕따를
다룸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플레이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다른 기능성
게임인 Quandary [9]는 특히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두며, Village
Voices [10]의 경우, 9-12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협업 비디오 게임을 통해 갈등을 다루는 법과 갈등
해결을 가르치는 목적을 갖고 개발되었다.
2.2 게임과 서사에서의 갈등 해결
갈등은 게임과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사의
주인공은 내적 또는 외적 갈등을 겪고, 이러한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 갈등은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갈등 해결과 함께 긴장을
풀기도 하며 이야기를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림 1 갈등 스티커

서사와 달리 게임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물론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내적갈등을 유발할 수는 있다.
테트리스 게임에서 블록을 이곳에 놓을지 저곳에
놓을지 고민하는 갈등 상황이 그 사례다. 하지만 이
경우 갈등이 게임의 요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하나의 게임 콘텐츠로서 갈등이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게임들은 주로 한정된 자원으로 유저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 리니지, 이브 온라인은 게임
내에 각각 성, 성계라는 한정된 통치 가능 구역을
통해 길드 및 연합 간의 전쟁을 유발한다. 반대로
갈등 자체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 또한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한 Quandary[9]
게임의 경우, 주로 갈등 상황에서의 각 캐릭터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한 후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 선택한다. 이러한 종류의 게임은
갈등이 게임의 메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의 해결 스티커는 갈등 스티커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상황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아
디자인되었다. 갈등 스티커와 해결 스티커는 모두
다양한 색상, 기호, 서체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삼각형 (갈등 표현) 틀과 원형 (해결 표현) 틀 안에
심볼이 들어간 형태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형태만으로 각 스티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가 원하는 갈등 및 해결
상황이 디자인된 스티커에 없는 경우, 포스트잇을
사용해 갈등 혹은 해결상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뒤 부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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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게임 진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인지한다; 3) 참가자들이 각 스티커
심볼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
조사한다.
4.1 실험 참가자
실험은 당일 현장에서 지원한 10 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10 인 중 8 인이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에 응답했다. 참여자
전원이 게임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인원이기에 유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참가자의 연령은 19-24 세
25%(2 명), 35-44 세 50% (4 명), 45-54 세와 55 세
이상이 각각 12.5% (1 명)로 집계되었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37.5% (3 명), 남성이 62.5% (5 명)
으로 구성되었다.
4.2 실험 방법
실험은 흰색 전지를 벽면에 2 장 부착한 뒤,
스티커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공하고 단계에 맞춰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실험과 게임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갈등 내용에 대한
스티커나 내용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다.
하지만 포스트잇에 내용을 적어 붙인 참가자는
없었다. 갈등 스티커를 붙이는 인원이 더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두 장의 전지에서 다른 사람이 붙인
갈등 스티커에 대한 해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했다. 실험은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되었고,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의 갈등
내용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림 2 해결 스티커

3.2 게임 방식
본 논문에서 소개한 게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두
가지 형태로 개발하였다. 아날로그 게임은 여러
플레이어가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제공된 보드에
스티커 또는 포스트잇을 붙이며 진행된다. 갈등
해결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은 참여자는 갈등
스티커를 보드에 붙이거나 사전에 디자인된 갈등
스티커 중 원하는 갈등 상황이 없는 경우
포스트잇에 직접 기록해 붙일 수 있다. 다른
참여자는 누구든 보드에 부착된 갈등 스티커에 대해
해결 스티커를 붙이거나 포스트잇에 직접 작성하여
붙임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게임이
끝나면 갈등 상황을 제시한 참여자는 보드에 부착된
해결 스티커를 보고 제공된 해결책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5. 선행 연구 결과
갈등 스티커를 부착한 응답자 전원이 2 번 스티커
(학사모 심볼, 그림 1 참조)를 부착하였고, 다음으로
13 번 (경제를 의미하는 \ 심볼)과 19 번 (비행기
심볼) 스티커가 각각 4 개와 3 개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갈등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응답자는
1 명으로, 해결 스티커만 부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게임의 경우, 참여자가 해결 완료를
선택했을 때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부착된 스티커와 포스트잇이 평화 심볼 형태로
정렬되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해결 실패를 선택했을
때는 부착된 스티커와 포스트잇의 색이 흑백으로
바뀌며 뫼비우스의 띠 형태로 정렬된다. 이는
참여자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게임에
참여하여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끝없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한다
[11].

갈등 스티커의 경우 총 29 개가 부착된 반면, 해결
스티커의 경우는 총 56 개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약
1.9 배가 많았다. 총 20 개 스티커 종류가 모두
사용되었고, 그 중 11 번 (비행기 심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56 개 중 6 개; 약 10.7%).
갈등 스티커의 의미와 해결 스티커의 의미를 질문한
응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 그중
재미있었던 것은 같은 심볼의 스티커에 대해 갈등과
해결의 사례였다. 예를 들어 비행기 심볼의 갈등
스티커 19 번은 “가족과 떨어짐”이라는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심볼의 해결 스티커 11 번은 “해외 근무”, “해외
도피”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결

4. 선행 연구 (PILOT STUDY)
본 선행 연구는 2019 년 8 월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한 게임 세미나의 일부로서 약 30 분간
진행되었으며, 선행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게임을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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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중 6 번 (꿀벌 심볼) 스티커의 경우
“부지런히 공부”, “일하기” 등으로 응답하여 심볼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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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이론적 배경 – 문화원형, 천수관음도

본 논문은 미디어아트 제작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원형을 칼 융의 원형 개념과 함께 정리하고 한국의

2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화원형 개념과,
불교문화 중 불교미술, 보다 구체적으로 ‘천수관음도’에

문화원형 중 불교 문화에 집중하여 서술한다. 보다

담긴 상징과 의미를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불교미술 중 천수관음도에 집중해 그
작품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융의 정신 구조와 원형

2.1 문화원형

이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뒤 이것을 주제로 한

문화원형은 ‘문화’와 ‘원형’의 합성어다. 원형(原型,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한다.

archetype)이라는 용어는 다른 동류(同類)의 것들이 만

주제어

들어지게 되는 본래의 모양을 의미한다[2]. 원형은 하나
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여러가지 모습이

미디어아트, 문화원형, 칼 융, 불교문화, 천수관음도

나올 수 있는 다양성의 근거가 된다. 모든 사람이 물려받

1. 서 론

는 동일한 기본적 이미지인 원형은 보편성의 기원이 되
며, 칼 융은 이 개념을 이론화 하여 인간의 집단무의식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로 확장시켜 인간이해의 핵심 논의로 부각 시켰다. 즉 문

21 세기에 있어서 문화는 인류의 유산을 넘어 경제를
좌우하는 세계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급속한
플랫폼의 변화로 인해 콘텐츠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되면서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한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닌 문화원형은 One Source – Multi
Use 방식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원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원형은 주로 문화재
복원을 목적으로 콘텐츠화가 진행되어 왔거나,
종교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중적인 콘텐츠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뉴
미디어와의 접합성이 부족한 불교 문화에 초점을 두어
이를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화 하며 나아가 미디어아트로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원형이란 그 민족이 가지는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며,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 구체화
된 보편적 표상, 혹은 민족문화로 정의[3]내릴 수 있다.
또한 문화 원형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소재로서 활용
가능한 가능성이 풍부하며, 경쟁력 있는 민족 고유의 자
원이다[4].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문화원형 중 불교문화
원형에 집중해 천수관음도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2.2 천수관음(千手觀音)도
불교문화 중 불교미술에서 불화인 ‘천수관음도’에
나타난 도상의 상징을 칼 융의 원형개념을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천수관음의 개념을 살펴보면,
관음보살은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관음보살은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그 중 하나가 천수관음이다. 천수관음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며 천수(千手)는 천 개의 손을 가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살의 능력과 그 표현 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상징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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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으며, 그 속에 무엇이 주어지든지 수용하고
구조화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외적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상대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의 이동과 재분배가 일어나는
정신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3.2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과 페르소나
십일면관음보살은 얼굴 11 면을 갖는 변화관음보살이다.
종교화의 특성상 주제에 따른 도상들이 대동소이한
규칙을 가지며 나타나는데, 천수관음도에서 천수관음은
십일면관음로 나타나기도 한다. 십일면관음은 각기
본면의 머리 지마면과 정면 자비상 3 면, 좌측
분노상 3 면, 우측 백아상출상 3 면 그리고 후면의

그림 1 연화사 천수관음도

대폭소상 1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정신구조에서

3. 천수관음도에 나타난 원형과 상징
3 장에서는 천수관음도에 나타난 도상을 융의 정신

정신의 외면이며 하나의 인격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가면에 해당하는 페르소나 원형과 병치 시킬 수 있다.

구조와 원형 이론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에 제작되어 도상의 구분이 명확한 이유로 전연호
작가의 작품 금니천수천안관음탱화를 사례로 들어
여기에

나타난

도상을

해석한다.

3.3 보살 - 자기(self), 아니마와 아니무스
천수관음도에서 천수관음은 정 중앙에 위치하며 가장
크게 나타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낸다. 또한
좌우에 배치된 용왕과 동자는 설법을 듣기 위해 중앙의
천수관음을 바라보고 있으며 구름 위에 있는 여래들
역시 관음보살을 향해 있거나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요소는 정신 구조에서 중심으로서 작용하며
모든 원형들을 끌어들여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기(self)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상호연기(相互緣起)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성(自性)이 없이는 공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젠더(gender)는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이 공한 것이다[7]. 이는 성별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성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상태를
말한다. 즉 실체적 성별은 부정하지만 가변적 성별에

그림 2 금니천수천안관음탱화, 김연호 작품

대한 긍정이다[8]. 따라서 정신 구조 속에서 아니마와

3.1 사각형 속 원상 – 상대적 폐쇄계인 정신(psyche)
천수관음도는 크게 사각형 속 원상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회화라는 특성상 그림은 사각형 프레임 안에 표현되며,
천수관음의 천수는 보살의 광배에 커다란 원상으로
나타난다. 사각형은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균형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져다 주는 형태다. 또한 티벳의
불교의식에서 사용하는 만다라에서 사각형은 물질을
대변하고 물질 속에서 정신이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원칙을 상징하고 있다[6]. 사각형의 틀은 외적 원천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외계와
차단되어 있는 영역인, 상대적 폐쇄계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성질이 비슷하다. 또한 원상은 공간을 둘러싸 그
원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며 강화하는 상징성을

아니무스 원형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손과 눈 – 의식과 무의식
손은 사물을 성취하게 하는 신체 부분인 동시에 이를
통하여 사물을 잡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며 남들과
접촉하게 된다. 천수관음도에는 무수히 많은 손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천수관음의 몸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40 또는 42 개의
손이다. 이 손들은 각기 구체적인 지물을 들고 있는데,
지물이란 지닌 자의 권능이나 자비를 상징하는 불교
용어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집약한 것이며
각기 상징하거나 기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광배 쪽에 위치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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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손에는 하나의 눈이 달려있는데 눈은 볼 수 있게 하는
신체의 장기이며 실체적, 은유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한다. 전자는 정신구조 중에서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의식성을,

후자는

무의식성을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3.5 파도와 정신에너지
천수관음도의

배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파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파도는 천수관음이 입(立)하거나
결가부좌하고 있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 파도는
끊임 없이 변하는 역동적 체계이기에 인격의 역동성과

그림 3 천수관음도 정신구조-원형 분석 도식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정신에너지와 병치 시킬 수 있다.
3.6 여래와 콤플렉스
그림의 좌, 우 상단에는 관음보살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여래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래들을 하나의
원형으로 해석하면, 여래들의 모임은 원형들이 모여
생겨나는 콤플렉스로 해석 할 수 있다. 여래들이
관음보살에게 끌어들여지는 듯한 모습은 콤플렉스가
자기

원형에

끌어들여져

조화로워

지는

4. 문화원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제작 사례 –
천수관음도를 중심으로
문화원형 중 천수관음도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천수관음에 담긴 상징을 정신
구조와 원형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모습과

병치된다.

4.1 천수관음, 용왕, 동자 오브젝트 제작
천수관음도는 회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2 차원의

3.7 용왕과 동자 – 현자와 어린아이

평면에서

관음의 좌우에는 합장한 선재동자와 용왕이 각각
연판과 연잎에 서서 관음을 예경하고 있다. 선재동자와
용왕이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
천수관음도 도상의 특징이다. 여기서 동자는 보통
미성년자를 나타내며 어린아이처럼 청정하므로 동자라
칭한다. 이는 어린아이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짝을 이루어 용왕은 늙은 현자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현된다.

이를

미디어아트로

제작하기

위해서 게임 엔진인 유니티(Unity) 3D 환경에서
재현하기로 하며, 천수관음, 용왕, 동자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는 손을 3D 오브젝트로 제작한다. 십일면
관음의 특징을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지브러쉬에서
표정을 과장되어 보이도록 제작해 자비상, 분노상,
백아상출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동자와
용왕도 각각 어린아이와 현자의 특성이 보일 수 있도록
얼굴 비율을 수정해서 제작한다.

3.8 사천왕과 그림자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네 명의 외호신을 가리키는
불교 교리를 상징한다. 불화 속에서 사천왕은 주로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내포하는 그림자 원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장에서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4 천수관음,동자, 손 모델링

4.2 파도와 구름 표현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와 구름을 표현하는 동시에
유니티 내에서의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의 적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텍스쳐가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 시퀀스 프리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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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다음, 회전과 크기가 랜덤 한 값으로 지정되도록
제작한다.

그림 6 게임엔진에서 재현한 천수관음도

5. 결론

4.3 천의(天衣) 표현

본 연구에서는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를

보살은 상체에는 천의를 걸치고 있으며 치마와 같은

제작하기 위해 천수관음도를 중심으로 그에 담긴

상의를 입는다. 이 옷들은 많은 주름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천수관음도 특유의 주름과 곡선을 가진 의상의

상징을 융의 정신 구조와 원형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불교문화원형을 뉴미디어에

움직임을

마블러스

담아 대중들의 보편적 접근을 쉽게 하고자 했으며

디자인으로 제작하며 옷의 텍스쳐는 한국 불화에 많이
등장하는 연화문, 소용돌이문, 태극문을 참고해

최적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엔진인 유니티 내에서
천수관음도를 재현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캐릭터

제작한다. 또한 작품의 전체적인 컬러 팔레트는 단청의

화에서 국한되어 있던 불교문화 콘텐츠의 한계를

색을 바탕으로 제작한다.

해결하기 위해, 고증을 바탕으로 보살, 용왕, 동자 등 3d
데이터와 텍스쳐를 제작한 데에 있다. 이는 천수관음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상을 가지는 불화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랙션이 추가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쉐이더와 택스쳐를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교 문화원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새로운 매체에서 재현한 콘텐츠의 비중이 더욱

그림 5 마블러스디자인으로 제작한 의상

늘어나길 기대한다.

4.4 천수관음도 제작
천수관음도는 2 차원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를 3D 환경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평면적으로 시각화 해야했다. 또한, 불화를 살펴보면
그림자가 표현되지 않는데 유니티 환경내에서는 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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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아트를 활용한 실시간 감정 공유 디바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
A research about the development of simultaneous emotion sharing device using pixe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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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진행하고 검증함으로써 감정전달을 위한

요약문

새로운 소통수단에 관한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1 인가구의 증가로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들은 소통을 활용해
외로움이라는 불편함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1.2 연구 내용 및 방법

기존 제품들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의 주된 흐름은, 픽셀아트를 활용한 실시간
감정전달이 소통으로써 유의미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본 연구는 픽셀아트를 활용한 실시간 감정
공유가 외로움을 덜어내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확인하기 위해, 소통의 방식과 외로움 해결방법에

것을 확인하고자 새로운 소통수단 디바이스를 연구

관한 인터뷰, 최소기능제품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및 개발하고자 한다.

소통수단을 검증하고 디바이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주제어

2. 외로움 해결을 위한 소통의 효과

소통수단

1. 서 론

외로움이란 감정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가장 쉽게
맞닥뜨리는 감정 중에 하나이다. 대부분의 외로움은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외로움을
겨냥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1 인 가구의 수는 2016 년 540 만으로, 2 인 가구의
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KB 금융지주, 2018)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성향과 1 인 가구의 특성을 겨냥한 제품
및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1 인 가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외로움을 최대의 걱정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AI 로봇,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는

그림 1: 왼쪽부터 반려로봇, 아바타 로봇, 소통 서비스

서비스 등 외로움을 일부 덜어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전적으로는 애완동물부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제품이 글 또는 음성을 통한 소통을 사용하고 있다.

AI 를 활용한 반려로봇,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바타 로봇, 실제 사람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하지만, 글과 음성이 아닌 새로운 소통수단을 통한
감정전달은 오랜 시간 부재해 왔다.

서비스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외로움 해결을 위해
소통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
연구(Warren H. Jones, 1981)에서 외로움이란

이에 본 연구는 글과 음성이 아닌 픽셀아트가
감정전달을 위한 소통수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디바이스 개발 및

인간이 관계에서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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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보다 낮은 상태에 대한 자각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외로움의 원인이 소통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소통방법은
외로움을 덜어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픽셀 아트가 갖는 소통수단으로써 기능
픽셀 아트는 디지털 아트의 한 분류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미지를 픽셀 단계에서 편집한 것을 말한다.
이는 1970 년대 8 비트, 16 비트 컴퓨터와 비디오
게이밍 콘솔의 그래픽을 담당했던 픽셀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한된 색채와 크기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에서의 픽셀 아트는

그림 3 픽셀콘에 이모티콘을 공유한 모습

3.1.1

구시대적인 픽셀을 이용한 그래픽작업을 다시 사용해

HW 제작

두개의 픽셀콘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HC-06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여 통신을

레트로한 감성을 나타낸다.

하였다. Neopixel 은 LED 한 소자에서 RGB (Red,
Green, Blue 빛의 삼원색)값을 부여해 다양한 색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Digital pin 한 개 만을
사용하여 손쉬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림 2 픽셀아트를 활용한 그림들

[그림 2]와 같이, 픽셀 아트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창작할 수 있어 이를 사용자가 직접 이모티콘을
창작하기에도 매우 용이하다. 또한 픽셀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은 디지털 중심 문화에서 적극적인
소통 수단으로 대중에게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공감을 이끌어 내기 쉬운

그림 4 행렬형태의 택트 스위치 회로도

장르이다(구현정, 2004). 이와 같은 특징을 활용해

10*10 버튼이 사용하는 Digital 입력핀을 최소화하기

간접적인 소통수단의 한 형태로 픽셀로 이모티콘을
그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새로운

위해 택트스위치를 [그림 4]와 같이 행렬형태로
배치하여 20 개의 Digital pin 만을 사용한다. 이에

소통수단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Digital 핀 13 개, Analog pin 5 개가 있는
Arduino Uno 가 아닌, 54 개의 Digital pin 을 사용할
수 있는 ATmega2560 기반의 Arduino Mega pro 를

3.1 시제품 제작
제작할 제품을 본 연구에서는 ‘PixeLcon, 픽셀콘’이라
명명하엿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픽셀콘은
두개의

기기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본

제품의

MCU(Microcontroller

Unit,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선정하였다. 픽셀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는 색을 바꾸고 선택하는 PUI(Physical

보여주는

장치이다. 픽셀콘은 각개의 버튼을 누르면 LED 가
켜져 색을 표시한다. 이를 활용하여 이모티콘등을

User

Interface,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중요하다.

직접 그려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 PixeLcon 은
Pixel 과 Emoticon 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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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색을 선택하기 위한 Potentiometer Nobe
그림 7 픽셀콘의 전체 플로우 차트이다. 왼쪽은 LED Pixel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오른쪽은 픽셀 동기화를 위한

이를 [그림 5]과 같이 Potentiometer Nobe 를
사용하여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Nobe 에 사용자가
정한 색의 빛을 표시하여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과정

4. 결론 및 향후 계획

한다. 픽셀콘은 사용자들이 직접 손에 쥐고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그립감이나 크기 등이 사용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Nobe 에 굴곡을

본 연구는 1 인가구의 가장 큰 불편함인 외로움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회전시키기 편하도록 설계하였다.

소통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아냈고 소통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소통수단이 아닌 새로운 소통수단

해결하기위해 기존제품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인터뷰와 기존연구를 통해
픽셀아트의 소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확인하고
최소기능제품 테스트를 통해 제품으로써 필요한 점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2019
디자인코리아 전시에 출품해 픽셀콘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사용성 평가와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점을
참고해 새로운 버전의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먼저,
제품 밖으로 나와있는 컨트롤 박스를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블루투스 통신이 아닌

그림 6 CU, HC-06 등이 들어있는 컨트롤박스(왼쪽)와
LED Button Display (오른쪽)

와이파이를 통신으로 거리의 제약을 없애는 것이
향후 계획이다.

이에 손에 쥐기 편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LED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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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에서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둘째,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례분석을 통해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인 푸드 스타일링 표현과 패키지의 디스플레이
유형을 기준으로 6 가지 유형의 실험자극물을 제작하여
이를 포함한 설문조사법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평균 차이가 있으며,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소비자 태도 또는 구매의도 사이를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기획 및 디자인할 때
방향성을 제시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온라인 디스플레이 이미지, HMR,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

1.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새벽 배송 물류 시스템 등의 이유로 온라인 쇼핑의
식료품 분야의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정간편식(HMR : Home Meal Replacement)은
조리 시간의 단축, 합리적 가격, 맛 등을 강점 삼아 식품

분야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김상효, 허성윤,
2018). 특히, 매년 온라인 HMR 매출 증가율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면서 HMR 온라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칸타월드패널, 2018).
이에 따라 온라인 식품 쇼핑몰의 브랜딩 전략이
변화하여 상품 목록 페이지에 푸드 스타일링과
패키지를 활용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였다(김데보라혜수, 2019).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은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감성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여 구매를 위한 선택을
한다(황유미, 2017). 즉,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구매의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HMR 과 관련하여 디자인 분야에서는 푸드
스타일링 또는 패키지디자인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연관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기업이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위한 전략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디자인 또는 기획할 때 방향성을 제시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논의를 더 확장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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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상품 목록 페이지에 게시되는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하기 전에,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스타일링 표현 유무(표현군, 비표현군) X HMR
패키지 디스플레이 유형(패키지 독립형, 조리예 이미지
제공형, 유명 인물 포함형)의 2X3 요인으로 6 가지
유형의 실험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이후 실험자극물을
포함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HMR
구매 경험이 있는 20~40 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증 분석은 SPSS Statistic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비교는 t-Test 와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 그리고 각 변인 간의
관계는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최종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
이전부터 온라인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패키지 이미지 자체로 게시되어 제품의
아이덴티티로서 기능이 강화되어 직관적인 차별화
요소가 되었다(Peter, 2016). 이는 패키지디자인이
판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특징을 알려주는 전달성과 소비자의 심미성을
자극하는 특성, 제품의 내용물 보호 역할까지
요구되었다(김진경 외, 2013). 반면, 최근에는 스타일링
요소가 추가된 이미지, 완성된 조리예 이미지 등
이상적이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이미지로 확장되어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패키지디자인과 하나의 개념으로
전달된다(김동혁, 2009). 즉, 온라인 쇼핑이 발전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이미지도 변화하면서, 단순히
제품의 패키지디자인만을 보여주기보다는 제품이
오브젝트가 되어 푸드 스타일링을 추가하거나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등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가 경험 할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김데보라혜수, 2019).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 등이 다양하고, 이는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푸드 스타일링과 패키지 디스플레이
방식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키지디자인
이미지에서 확장된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푸드 스타일링과 패키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2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인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실제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가 아닌 제품의 우월성이나 우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Zeithaml,
1988; Aaker, 1991). 이는 객관적 또는 실제 품질과
다를 수 있으며,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보다는 기대하는
수준의 추상적 개념이다(Olson & Reynolds, 1983).
지각된 품질의 결정요인에는 내재적 단서 또는
외재적 단서가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품질을
지각하므로 그중에서 어떤 단서들이 지각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다(Kirmani & Zeithaml, 1993). 내재적
단서는 제품 자체의 물리적인 속성이며, 외재적 단서는
이미지, 브랜드, 광고 등 제품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Olson & Jacoby, 1972; Szybillo & Jacoby,
1974). 소비자는 내재적 단서의 예측 가치가 높게
보이거나 내재적 단서가 탐색적 속성을 지니는 상황일
때 외재적 단서보다 내재적 단서에 더 의존하지만,
내재적 단서를 평가하는 데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나 초기 구매 상황, 품질의 평가가 어려울
때는 내재적 단서보다 외재적 단서에 더 의존하게
된다(Kirmani & Zeithaml, 1993).
이처럼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Yasin, Noor
& Mohamad, 2007). 즉, 소비자의 구매 동기가 적으면
지각된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구매 행동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와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Aak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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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품의 지각된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다(고장석 외, 2011). 제품의
패키지디자인이 소비자의 시각적 주의를 자극해 구매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lement 2007),
소비자는 패키지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기 때문이다(Bloch, 1995; Orth & Malkewitz,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며, 품질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미지와 같은 외재적 단서에 의존하고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된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통해 재료, 맛
등과 같은 내재적 단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지각된 품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는 품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기에
지각된
품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소비자는 자신의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태도를 형성하고(Belk, 1988; Sirgy,
1982), 자신의 자아이미지와 일치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믿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Sirgy & Samli,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 이미지와
자아이미지의 일치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4 소비자 태도
일반적으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으로 정의한다(Allport, 1980). 소비자들은
대체로 어떤 제품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면 쉽게 바꾸려
하지 않기에 제품의 첫인상은 중요하다(한형주, 2005).

2.3 자아이미지 일치성
자아이미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또는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관한 생각과 느낌이다(이상욱, 김삼근, 1998).
즉,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과 관련한 전체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미한다(Sirgy, 1985).
이러한 자아이미지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실제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자아이미지, 사회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Sirgy,
1982). 특히, 소비자들은 자아 만족 수단으로서 실제적,
이상적 자아이미지과 일치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구매하기에(권은비, 2016),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이상적 자아이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소비자는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자기 일관성 욕구를 충족하고,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김미희, 김형곤, 2013). 다음으로, 소비자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접근하여 자신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Sirgy, 1982).
이렇게 소비자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에 대응시켜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인
자아이미지
일치성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Dick et al., 1990; 강영식, 2007).

이를 통해 패키지디자인이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제품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여(김미송 외, 2013)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우채원 외,
2016). 즉,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갖는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구매의도가 높으므로, 태도는 구매의도
형성에 근거가 된다(하은진, 2009). 그러므로 제품
품질의 구분이 어렵고,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부각해 차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전혜상, 200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태도는 구매의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변수의 관계가 서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2.5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Assael, 1995; Engel &
Blackwell, 1982), 소비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는 개인의
신념이자 의지이다(Speras & Singh, 2004).
즉, 구매의도는 구매 태도와 구매 행동을
연결하며(오미현, 김일, 2014), 이를 통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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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한송이, 한진수, 2013).
이는 제품을 사용해 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과
사회적 영향의 복합적인 경로이므로 개인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박혜민, 2010). 소비자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구매의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김기범 외, 2006) 이는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한다(Engel & Blackwell 1990).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전문몰로 분류하였다. 사례
분석은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요소인 푸드 스타일링 표현 유무와 패키지의
디스플레이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각 변수 간의

있었다.

상관관계를 피악하고자 한다.

3. 사례분석
3.1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요소
선행연구에서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는 푸드 스타일링과 패키지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패키지의
디스플레이 방식을 푸드 스타일링 표현군에서 4 가지,
비표현군에서 3 가지로 분류하여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패키지의 디스플레이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 유형은 패키지가 돋보이도록 이미지가
구성되어 패키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조리예 유형은
제품이 조리 되어 완성된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셋째,
패키지와 조리예 유형은 패키지와 제품의 조리된
모습을 함께 연출하여 제품의 전후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넷째, 인물 포함 유형은 제품과 인물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구성되었다. 따라서 다음 <표 1>과 같이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요소를
정리하였다.
표 1.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요소
푸드 스타일링 표현

푸드 스타일링 비표현
패키지
패키지
패키지 패키지
+조리예 패키지
패키지 조리예
+조리예
+조리예 +인물
+인물

3.2 사례 선정기준 및 분석결과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2019 년 9 월까지
게시된 국내 온라인 식음료 쇼핑몰의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오픈서베이(2019)에서 발표한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 순위에 의해 선정된
쇼핑몰을 온라인 판매 채널을 기준으로 종합몰,

첫째, 종합몰은 세부적으로 통합몰,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로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골고루 사용되었으며, 푸드 스타일링 표현
이미지와 비표현 이미지의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둘째, 소셜커머스는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된 조리예
유형, 패키지와 조리예 유형,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되지
않은 패키지 유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되지 않은 인물 포함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셋째, 오픈마켓에서는 푸드 스타일링의 표현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넷째, 전문몰은 대체로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된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되지
않은 패키지 유형도 사용되긴 하였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사용 비율이 낮았다.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제품이거나 PB 제품의 경우 푸드 스타일링을
표현하였지만,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일수록 푸드
스타일링을 표현하지 않았다. 특히, 인물 포함
유형에서는 전문가의 이름을 내세운 자체 상품이면
푸드 스타일링을 표현하였고, 대기업 제품이면 연예인
이미지와 푸드 스타일링을 표현하지 않은 제품
이미지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몰과
오픈마켓은 대체로 대기업으로 소비자들의 월평균
구매 빈도가 높으므로 디스플레이 이미지 유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한편, 소셜커머스와 전문몰은
식료품에 특화된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월평균 구매 빈도가 낮다. 그러므로 대체로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된 조리예 유형, 패키지와 조리예
유형을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시각적 효과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고, 다음
<표 2>와 같이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 이미지를
정리하였다.

- 454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표 2. HMR 디스플레이 이미지 유형 분석
유형

패키지

조리예

패키지+조리예

인물 포함

푸드
스타일링
표현군

푸드
스타일링
비표현군

4.1 실험 설계

4. 연구방법
4.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설계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며, 이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는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은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목록
페이지에 게시되는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국내 온라인 식품 판매
사이트 중에서 ‘이마트몰’이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다양하고 PB 제품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 제품도 푸드
스타일링으로 표현하는 등 종합몰과 전문몰의 특성을
모두 지녔기에, 기존에 존재하는 ‘이마트몰’의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브랜드
관여도를 제한하기 위해 이마트 피코크 제품을 비슷한
크기와 같은 개수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실험자극물
제작은 HMR 패키지 디스플레이 유형(패키지 독립형,
조리예 이미지 제공형, 유명 인물 포함형)과 스타일링
표현 유무(표현군, 비표현군)를 기준으로 총 6 가지
유형의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표 3. 연구 가설
분류
H1

H2

H3

H4
H5

가설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는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소비자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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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 자극물
유형

패키지 독립형

조리예 이미지 제공형

유명 인물 포함형

푸드
스타일링
표현군

푸드
스타일링
비표현군

또한, 온라인으로 HMR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

191 명(5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 대

40 대 성인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법(Self-

100 명(28.4%), 40 대 61 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dministered

온라인

HMR 제품 구매 시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의존한 구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HMR 제품 디스플레이

경험에 대한 이용 행태는 ‘경험이 있다.’ 271 명(77.0%),

이미지 유형에 따라 6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1 가지

‘경험이 없다.’ 81 명(23.0%)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77.0% 이상이 온라인에서 HMR 제품 구매 시 맛을 모르는

Survey

Method)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 분석은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른 주요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이미지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또한, 지각된

5.1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와 각 변수 간의
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의 평균이
유의한

5. 연구결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총 352 명의 표본 가운데 남성은 151 명(42.9%), 여성은

<표 5>와 같다.

201 명(57.1%)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20 대가
표 5.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
변수
지각된 품질

실제적
자아이미지

집단
a

표현군 패키지 독립
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b
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c
비표현군 패키지 독립 d
비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e
비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f
표현군 패키지 독립 a
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b

N

M

SD

68
57
56
60
55
56
68
57

3.10
3.46
3.57
2.99
3.39
3.13
2.67
3.16

0.91
0.64
0.84
0.89
0.77
0.87
1.01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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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

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c
비표현군 패키지 독립 d
비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e
비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f
표현군 패키지 독립 a
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b
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c
비표현군 패키지 독립 d
비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e
비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f
표현군 패키지 독립 a
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b
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c
비표현군 패키지 독립 d
비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e
비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f
표현군 패키지 독립 a
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b
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c
비표현군 패키지 독립 d
비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 e
비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 f

56
60
55
56
68
57
56
60
55
56
68
57
56
60
55
56
68
57
56
60
55
56

3.28
2.57
3.12
2.62
2.57
3.04
3.04
2.42
2.90
2.52
2.82
3.37
3.43
2.80
3.37
2.77
2.91
3.44
3.27
3.06
3.20
2.71

0.83
0.96
0.83
0.77
1.04
0.89
0.85
0.98
0.93
0.88
1.11
0.80
0.92
1.17
0.83
1.15
1.15
0.82
1.03
1.09
1.00
1.20

5.167***

.000

6.078***

.000

3.603**

.003

**

p <.01, ***p <.001

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형에서 지각된 품질(M=3.57,
SD=0.84)과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M=3.28,
SD=0.83),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M=3.04,
SD=0.85), 소비자 태도(M=3.43, SD=0.9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군 조리예 이미지 제공형에서도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M=3.04, SD=0.89),
구매의도(M=3.44, SD=0.82)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표현군 패키지 독립형에서 지각된 품질,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모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표현군 유명 인물
포함형에서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 모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따라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 은
채택되었다.

5.2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 사이에서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3 단계를
걸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표 6.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소비자 태도 사이에서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수
지각된 품질

1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2

소비자 태도

β

독립변수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0.624
0.568
0.513
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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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7.393
14.932***
4.534
12.900***
3.906
11.176***
1.401
16.449***

.000
.000
.000
.000
.000
.000
.162
.000

F
222.977
166.413
124.905
27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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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비자 태도

(상수)
시각적 효과
지각된 품질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0.340
0.113
0.200
0.265

-1.827
7.547***
2.396*
2.999**
4.205***

.069
.000
.017
.003
.000

134.798

t

p

F

7.393
14.932***
4.534
12.900***
3.906
11.176***
2.253
14.143***
-1.232
5.127***
4.338***
1.960
3.939***

.000
.000
.000
.000
.000
.000
.025
.000
.219
.000
.000
.051
.000

p <.05, **p <.01, ***p <.001

표 7.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구매의도 사이에서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수
지각된 품질

1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2

구매의도

3

구매의도

β

독립변수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지각된 품질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

0.624
0.568
0.513
0.603
0.248
0.221
0.141
0.267

222.977
166.413
124.905
200.032

104.651

***

p <.001

먼저,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 사이에서의 회귀모형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에서 모두 F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1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1 단계에서 각각 0.624, 0.568,
0.513 으로 모두 정(+)의 방향으로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는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3 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모두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가장

태도에 미치는 영향,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β=.603 → .248)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
2 단계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가설 3 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실제적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5.3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의 관계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β=.660 → .340)가 소비자
표 8.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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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
시각적 효과
(상수)
시각적 효과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
구매의도
*

B

S.E.

β

0.436
0.740
0.236
0.106
0.804

0.193
0.052
0.131
0.047
0.039

0.603
0.086
0.783

t

p

2.253
14.143***
1.798
2.239*
20.381***

.025
.000
.073
.026
.000

p <.05, ***p <.001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모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26.132, p<.001), 소비자
태도가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시각적 효과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다(β=.603 → .086). 즉,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소비자 태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소비자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 는 채택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어떠한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에서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을 통해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HMR
제품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지각된 품질, 자아이미지
일치성, 소비자 태도, 구매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푸드
스타일링이 표현되거나 조리예 이미지가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통해 품질을 지각하고, 이미지에
나타난 제품의 모습과 자신의 이미지를 일치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넘어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상적인 이미지로 보여 주는 것이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하고, 이러한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제품의
첫인상으로써

소비자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특히, 온라인 의류 쇼핑의 이상적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HMR 을 선택할 때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소비자는 HMR 특성 상 간편하고
빠르게 자신의 이상적 자아이미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를 반영하는 시각적 단서에 의해 그 제품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각된 품질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를 더 확장하였다는 점에 학문적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HMR
제품을 브랜딩하거나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기획할 때
푸드 스타일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이에 어울리는 유명 인물과 조리예
이미지로 시각을 자극하여 소비자의 경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은 이상적인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통해 HMR 의 온라인 구매
유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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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주식투자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소셜네트워크
투자
환경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20~30 대 15 명의 사용자를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여 2 개월간 필드 스터디를
진행하며 2 번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근거 이론적 접근 방법, 즉.
어떤 현상에 대한 각각의 경험을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주화된
개념을
도출하여
패러다임
모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금융 시장에 적용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실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실제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인지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치관에 따른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선호, 합의 과정과 정보 선별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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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금융사에서 고객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투자
서비스는 그중 하나다. 하지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보다 고객들은 아직 인공지능 투자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금융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은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집단이다. 이들의 특징은 경제적 독립을 통해 소비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던 이전과는 달리 재무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재무 행동
패턴은 이후 경제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1].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과 책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중 하나로 금융 환경에서의 예산 책정,
청구서 지불과 신용 사용을 사례로 들어 제시하였다[2,
3]. 또한 이들이 졸업하여 사회초년생이 될 때, 자산
증가 및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행복할 때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한다 언급하였다[4]. 이들이 나이가 들어
주식투자에 이용 가능한 자본을 확립하게 되며 그에
대한 수입을 부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다[5].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인공지능, 사회초년생, 의사결정,
불안,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환경

1. 연구배경
1.1 금융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금융 시장의 핀테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보다 시장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다수 출범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란 사회적 관계망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는 여러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현실 공간의
유기적 공동체와 가상의 공동체로 구분이 가능하다[6].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참여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률에 대한
과거 정보나 거래 방법에 대해 공유하며. 배운다는
것이다[7]. 둘째, Becker(1991)는 주식 투자자들이
동료나 친구들과 시장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8].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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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의 콘텐츠 생성, 이동과
확산, 자발적 참여와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요소는
콘텐츠 상호작용 요소, 매체 상호작용 요소,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로 구분된다[6]. 본 연구는 사용자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2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모임에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모바일로 제공하였다.
이후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이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경험하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선택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험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작성된
인터뷰 스크립트를 3 명의 연구자가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개방 코딩, 축 코딩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9].

3. 연구 결과
3.1 개방 코딩

2. 연구방법
2.1 필드 스터디
필드 스터디는 사용자의 주관적, 정성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문화 인류학과
사회학적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실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2 개월간 20~30 대 사회초년생 15 명을 대상으로 필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험에 대해 약
90 분간의 인터뷰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녹음되었으며
스크립트로 작성되었다.
2.2 근거이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근거 이론적
접근 방법(Strauss & Corbin, 1988), 즉 현상에 대한
상위 범주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지

개방 코딩은 수집된 인터뷰 내용을 개별 구분으로
분해하면서 의미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범주화한다. 수집된 인터뷰를 3 명의 연구자가 함께
분류하고 범주화시키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모든 연구자가 범주화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검증을 진행하였다[10, 11]. 결과로서 39 개의
개념과 12 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6 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방 코딩의 결과는 표 1 에 나타나 있다.
3.2 축 코딩
축 코딩은 개방 코딩을 하면서 분류된 자료를
재조합하여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상위 범주들을
연결하며 관찰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그리고
작용/상호작용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 코딩의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하위 범주

개념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 전반적으로 제공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이해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남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 학습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자 함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 판단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수익적인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제공 환경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 설명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기대수익이 높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시장의 실시간 변동에 맞추어 고위험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줄 것이라 기대함
- 매매 신호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리라 판단

앱 사용환경

- 스스로 모든 종목을 탐색하기 어려우므로 종목을 추려서 받기를 바람
-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함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때에는 더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자 함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자세하면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짐
-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타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파악하려 하지 않음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술 용어가 어려워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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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선호

본인의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 포트폴리오의 매매 방식이 본인의 투자 가치관과 일치하기를 기대함
- 수익성과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자 함
- 매매 신호가 다수 발생하여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기회가 자주 오는
포트폴리오를 선호함
- 알고리즘에 의한 신호보다는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신뢰함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 투자 지식이 없어 아직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음

미비함

- 예상 포트폴리오 사용 기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함

구성원 간의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합의 과정

구성원이
미치는 영향

- 공동의 가치관과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 함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판단 근거
탐색

인공지능의
판단기준을
알고 싶어함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가 주식 차트에서 어떠한 패턴을 찾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함

인공지능의
판단기준이
신뢰에 영향을
줌

-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이 추출되었는지 아는 것이 신뢰에 영향을 미침

구성원 외의
타인의 선택

- 본인과는 다른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사람의 투자 내역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

정보 선별

- 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포트폴리오 선호

-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선택에 순응함
- 다른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지식이 높다고 평가되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함
-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함
- 인공지능이 어떠한 분석 방식을 통해 얻어낸 자료인지 알고자 함
-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신뢰에 영향을 미침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분석 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면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
-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신뢰가 떨어짐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신뢰를 하기 위해 기존 사용자의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함
- 다른 이용자들이 과거에 얻어낸 수익률을 고려함

수익률 검증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수익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승률(이득, 손실 비율)이 신뢰에 영향을 줌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낌

다른
포트폴리오와의
비교

-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함
-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률을 토대로 타 포트폴리오와 비교하고자 함
- 매매 신호의 발생 주기를 타 포트폴리오와 비교해보고자 함

표 1. 개방 코딩의 결과

그림 1. 축 코딩의 결과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을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기대 그리고 신뢰 판단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포트폴리오가 종목을 추출하거나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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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낮기 때문에 수익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앱 사용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대부분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포트폴리오 선택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타 서비스로 대치하여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중심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의
투자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 방식
또는 위험 수용도에 따라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선택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제공된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관찰된 모습으로 보인다.
참가자의 투자 가치관이 미비한 경우에는 개인 일정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작용하는 조건이다. 본 논문의 중재적
조건은 구성원 간의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합의
과정으로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성원에게
포트폴리오 선택을 일임하거나 개인의 의견 비중을
낮추고 공동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선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포트폴리오를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조절하고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전략이며,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의
판단
근거
탐색으로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목을
추출하는지 궁금해하거나 직접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참가자들은 공통으로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되었으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과란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선별이 결과로서
도출되었다. 앞서 발견된 인과/맥락/중재 조건으로

생성된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포트폴리오 선택은
구성원 외의 타인 선택을 확인하거나 다른
포트폴리오와 비교하거나 수익률을 검증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하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사회초년생들의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선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반영해 실생활에서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주식 투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 과도한 거래나 편중된
의사결정과 같은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2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선택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선택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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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던 예술 창작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나온 예술 작품의
가능성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품 감상 시 인공지능 작품이라는
사실의 인지 여부가 작품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인지 여부에
따라 피실험자를 ‘인지’ 그룹과 ‘비인지’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인공지능 미술 작품 10 개를 감상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인지 그룹은 평균
2.71 점(5 점 만점), 비인지 그룹은 3.26 점으로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호감도, 감정
이입도, 작품 의도, 작품 가치를 묻는 객관식 네 문항에서
네 문항 모두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인지 그룹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인터뷰에서 인지 그룹은 비인지 그룹 보다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감정과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이
작품 감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 본 가치와 무관하게
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과 과학 그리고 창작이 한 몸이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미술, 문학, 음악과 같은
창작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견해가 나뉘며 인공지능의 창작에
관한 논쟁이 대두하고 있다. 한겨레는 2016 년 11 월
기사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무한히 복제 가능한 것은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1]. 반면에
세계일보 2018 년 9 월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인공지능
예술 집단 오비어스 (Obvious)는 “인간이 만든
창조물도 무(無)의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 학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언급하며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인간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2]. 이에 대한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을 소비하는 대중들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물 중에서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창조적 가능성을
‘감상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감상자의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대한 인지 여부가 작품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예술 창작, 미술 작품, 미술 감상, 미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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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공지능 예술 창작 사례

2. 이론적 고찰

미술

2.1 인공지능 예술 창작 사례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공지능
창작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공지능이 활동하는
예술 창작 분야에는 미술이 있다.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네델란드 공과대학교,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2014 년부터 진행해 2016 년에
완성한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는
인공지능으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넥스트 렘브란트는 150GB 의 데이터의
자료를 2 년에 걸쳐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렘브란트 풍의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 회사 ING 의 PR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2016 년 칸 광고제에서 2 개의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3].
인공지능 예술 창작 분야에는 문학도 있다. 2012 년부터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AI 소설 프로젝트’는 하코다테
미래대학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교수
팀의
프로젝트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쓴 소설 작품을
2016 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주최하는 호시 신이치 SF
문학상 공모전에 출품하였다. 결과는 A4 용지 3 페이지
분량의 미니 단편인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문학

음악

2016 년 마이크로
소프트, 네덜란드
공과대학교, 렘브
소개
란트 미술관이 합
작한 ‘넥스트 렘
브란트’

2012 년 일본
공립 하코다테
미래대에서
시작한 ‘AI 소설
프로젝트’

2016 년 소니의
컴퓨터 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플로우
머신즈’

렘브란트 화풍을
학습해 새로운 렘
브란트 그림을 창
특징
조하고, 2016 칸
국제 광고에서 그
랑프리 수상

2016 년 니혼게이
자이 신문사가
주최하는 호시
신이치 SF 문학상
공모전에 참가해
1 차 심사 통과

약1만3천개
악보의 멜로디,
가사, 코드를
분석하고, 제작한
팝송과 재즈를
유튜브에 공개

2.2 인공지능 미술 작품 제작 프로그램

날(コンピュータが小説
を書く日)>이라는
소설이 1 차 심사를 통과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심사위원들 조차 인공지능이 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고독한 심정이 잘 묘사되었다는 평을
받았다[3].

미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미술 작품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표 시도 중 하나는 구글(Google)의
딥드림(Deep Dream Generator)이다. 딥드림은 그
결과물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닮았다고 하여 ‘딥드림’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딥드림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만 개의 연습 샘플을
훈련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구조가
비슷한 패턴으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프랙털(Fractal)을
통해 그림을 그린다. 딥드림이 그린 29 개의 작품은
2016 년 2 월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총 9 만
7,000 달러(약 1 억 1,000 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였다[4].

인공지능 예술 창작은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2016 년
소니의 컴퓨터 과학 연구소(CSL)에서는 ‘플로우
머신즈(Flow Machines)’라는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대디스
카(Daddy's Car)’와 ‘미스터 섀도우(Mr
Shadow)’라는 곡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였다. ‘대디스
카’는 팝송이며 ‘미스터 섀도우’는 재즈 스타일의 곡으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곡을 선보였다. 플로우 머신즈는
약 1 만 3 천 개의 악보의 멜로디, 가사, 코드 등을 기계
학습하여 분석한다. 현재 소니는 플로우 머신즈가
작곡한 곡으로 2017 년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3].

트위터(Twitter)의 딥포저(Deep Forger)는 딥드림의
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지의 ‘질감’을
인식하도록 학습시켜 일반 사진을 예술가의 화풍으로
출력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딥포저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s)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한 채 질감만 변형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도록 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면 피카소와
고흐 등 유명 화가의 화풍으로 변형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4].

[표 1]은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예술 창작 분야
중에서도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페이스북(Facebook)의 CAN(Creative Adversarial
Networks)은 다른 작품이 사용한 기법, 스타일 등을
똑같이 모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림을 그려낸다. CAN 은 생성적적대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들과 각 그림의 스타일 분류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이 기술은 임의의
벡터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스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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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존 화풍을 학습함과 동시에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창조해낸다[4].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품 의도 평가가 이루어진다[6].

다양한 인공지능 미술 작품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표
2]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는 구글(Google)의
딥드림(Deep Dream Generator)을 이용해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뜻한다.
펠드먼(Feldman)에 의하면 감상 비평 중 평가의
단계에서 다양한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
평가하고, 작품의 완성도와 성과에 대해 가치 판단의
기준과 개인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작품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6].

[표 2] 인공지능 미술 작품 프로그램
딥드림

딥포저

CAN

(Deep Dream
Generator)

(Deep Forger)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존 이미지의
내용은 보존한 채
이미지의 질감만
변형해 새로운
화풍의 이미지를
제작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존 화풍을
학습함과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

수백만 개의 연습
샘플을 통해
훈련하여 사물을
특징
분별하고,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

감상자가 작품과 작가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호감, 감정 이입, 의도, 가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기준들을 가지고 인공지능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평가하는 바를 표현 기법이나 조형 원리 같은
기술적 측면이 아닌 직관적 반응이나 주관적 기분 같은
감성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작품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그룹과
비인지한 그룹으로 나누어 감상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두 그룹에게 동일한 인공지능 미술 작품 10 개를 보여준
후 5 점 척도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10 개 작품에 대한
설문 이후 인터뷰를 진행해 평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인공신경망(Neur 인공신경망(Neur 생성적적대신경망
al Net works)
al Net works)
(Generative
기술을 활용
Adver sarial
원리 기술을 활용
Networks)
구조를 기반

예시

3.1 피실험자 모집
2.3 미술 작품 감상 평가 요소
미술 작품 감상 평가에 사용되는 요소와 관련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감’은 좋게 여기는 감정을
뜻한다. 파슨스(Parsons)의 미적 인식 발달이론에
따르면 감상자는 선호 단계에서 미술 작품을 개인적
경험과 선호로 판단한다. 또한, 감상자는 작품에 대해
떠오르는 데로, 보이는 데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5].
다음으로, ‘감정 이입’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을 뜻한다. 1858 년 독일의
헤르만 로체(H.T. Lotze)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감정
이입은 작품 감상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감상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도’는 무엇을 하고자 생각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을 뜻한다. 펠드먼(Feldman)에 의하면 감상
비평 중 해석의 단계에서 작품에 숨어있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피실험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와 시각적 인지
능력이 있는 20~40 대 남녀로 한정하였으며, 남녀
성비는 기준을 두지 않고 모집하였다. 피실험자의 전체
모집 인원은 총 40 명으로 나이는 20 대 25 명(62.5%),
30 대 12 명(30%), 40 대 3 명(7.5%)이었으며, 성비는
남자 19 명(47.5%), 여자 21 명(52.5%)이었다. 40 명의
피실험자를 인지 그룹 20 명과 비인지 그룹 20 명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인공지능 미술 작품
실험을 위한 인공지능 미술 작품은 ‘딥드림’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딥드림을 활용해 미술 작품을
1 차 선별한 후, 수집한 작품을 미술 전문가에 의뢰하여
재선별하는 과정으로 총 10 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작품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딥드림 홈페이지의 ‘Best’ 카테고리에 선정된
작품으로 선별 범위를 제한하였다. 피실험자의 취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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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에 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카테고리 내에서
피사체의 종류, 구도, 색감, 붓 터치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30 개의 작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미술 전문가에게 딥드림에서 선별한 30 개의
미술 작품을 보여준 후 작품 10 개를 재선별할 것을
의뢰하였다. 작품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3 명으로
미술 작가 1 명 (개인 전시 경력 5 년 이상, 작가 경력
10 년 이상), 미술학 박사 1 명(강의 경력 10 년 이상,
작가 경력 25 년 이상), 학예사 1 명(정 1 급 학예연구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5 년 이상)이었다.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공통적으로 선택된 작품 순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10 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단, 세 명의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 작품임을 비인지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미술 작품

No.

작품 1

작품 6

작품 2

작품 7

[표 4] 실험에 사용한 미술 감상 평가 문항
No.

피실험자 평가 문항

문항 1 이 미술 작품에 얼마나 호감이 가나요? (호감도)

문항 2

이 미술 작품이 얼마나 감정을 자극하나요? (감정
이입도)

문항 3

이 미술 작품에 얼마나 의도가 담겨있을 것 같나요?
(작품 의도)

문항 4

이 미술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 같나요? (작품
가치)

4. 실험 결과

[표 3] 실험에 사용한 인공지능 미술 작품
No.

동일하게 질문하였고, 작품 평가 이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그룹의 작품별 평균을 분석한 [표 5]를 통해 미술 작품
10 개 모두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상한 ‘인지’ 그룹 보다 모르고 감상한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그룹의
전체 평균은 2.71 점(5 점 만점)이고, 비인지 그룹의 전체
평균은 3.26 점으로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평균 0.55 점
더 높은 결과이다.

미술 작품

[표 5] 두 그룹의 작품별 평균

작품 3

작품 8

작품 4

작품 9

작품 5

작품 10

3.3 미술 감상 평가
실험을 위한 미술 감상 평가지는 5 점 척도의 객관식 네
문항으로 작품과 작가에
대한 감상자의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호감도, 감정 이입도, 작품 의도, 작품
가치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0 개의 미술 작품에

두 그룹의 항목별 평균을 분석한 [표 6]을 통해 각각
호감도, 감정 이입도, 작품 의도, 작품 가치를 평가한 네
문항에서 네 문항 모두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상한 ‘인지’ 그룹 보다 모르고 감상한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인지 그룹과 비인지 그룹의 점수 격차는 적게는
0.33 점에서 크게는 0.7 점까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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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그룹의 항목별 평균

기계처럼 찍어낸 그림이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인지 그룹은 완성도 있는 그림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내가 그림 수집가라면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잘 그린 그림이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지 그룹과 비인지 그룹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인터뷰 응답을
포함해 비인지 그룹에 비해 인지 그룹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인지 그룹은
비인지 그룹 보다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감정과 의도가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독창성, 희소성 면에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와 [표 6]의 분석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상할 때보다 비인지하고
감상할 때 호감도, 감정 이입도, 작품 의도, 작품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의 인지 여부가 미술
감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의 이유는 인터뷰 응답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작품이 주는 인상
먼저, 인지 그룹은 인공지능 미술 작품을 계산적인
작품으로 여긴 반면(“반복되는 패턴이 느껴지고 강약이
없이 느껴져서 기계가 계산해서 그린 것 같다”), 비인지
그룹은 개성적인 작품으로 여겼다(“일반적인 그림체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느껴지고 개성이 뚜렷해 보인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
다음으로, 인지 그룹은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한 반면(“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기엔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비인지 그룹은
작품에서 특정 감정을 느꼈다(“작품 2 에서 슬픔을, 작품
6 에서 불안함을, 작품 7 에서 두려움을, 작품 8 에서
공허함을, 작품 9 에서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느꼈다”).
•작품에 담긴 의도
또한, 인지 그룹은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서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모방과 위조를 통해
그려진 그림 같아서 어떠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는다”),
비인지 그룹은 미술 작품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작가가 어떤 생각을 그렸는지 궁금해서 다른 작품도
찾아보고 싶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의 인지
여부가 미술 작품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실험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그룹은 평균 2.71 점(5 점 만점), 비인지
그룹은 3.26 점으로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호감도, 감정 이입도, 작품 의도, 작품
가치를 묻는 객관식 네 문항에서 네 문항 모두 비인지
그룹의 점수가 인지 그룹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인터뷰에서 인지 그룹은
비인지 그룹 보다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감정과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이 작품 감상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실험에 사용한 인공지능 미술
작품은 인공지능이 100% 창작한 결과물은 아니며,
구글(Google)의 딥드림(Deep Dream Generator)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원본 사진을 재창조한
가공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 주요 변인은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상자의 인지
여부이므로 작품 제작에 따른 인공지능의 개입 정도는
본 연구의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미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래의 가치와 다르게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재고하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평가가 기술적
측면이 아닌 감성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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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성능과 정확도 면에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구체적 설명이 없이는 사용자가 추천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에 놓이면, 내부 갈등이 증가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선택의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된다. 특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나와 가장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데이팅 앱인 Chemi 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Chemi 는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데이팅
상대에 대한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특징이 있다. 끝으로, 연구
결과는 추후 인공 지능 알고리즘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의료, 보험 분야 시스템 디자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주제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디자인, 온라인 데이트, 매칭 시스템

1. 서 론
최근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개인에게
맞추어진 사람을 추천하는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화 사람 추천의 주요 분야로는 미혼 남성과 여성을
연결하는 온라인 데이트 매칭 시스템이 있다[1].
온라인 데이트 시장은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이 있으며[2], 유명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틴더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매칭 알고리즘을
강화하였다[3].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들은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잠재적 파트너를 찾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알고리즘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제한적 인공지능의 사용은 오히려
매칭 결과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상대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인 Chemi 를 통해
설명 가능성 인공 지능 알고리즘과 온라인 데이트 의사
결정 이론을 도입한 새로운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데이팅 파트너를 찾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즉 더 나은 데이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데이트 매칭 알고리즘
온라인 데이트 매칭 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프로필 정보와 이성 선호 정보 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추어진 이성을 추천한다. 이러한
매칭 시스템은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상품 추천
시스템과는 차이점이 있다. 상품 추천이 추천 받을
사용자 한 명의 만족도만 고려하면 되는 단 방향 추천
시스템이라면, 이성 추천 시스템은 추천을 받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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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AI 의 개요. ([4]에서 발췌)

뿐만 아니라 추천된 상대를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가정된 시스템이다[1]. 추천 받는 상대와
추천되는 상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Pizzato et al(2010)가 RECON 이라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제안하였다[5]. 이 연구는 사용자가 명시한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매칭 후 사용자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학습하여 개인 취향을 분석,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점차 나와 더 맞는 이성을 추천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매칭 후 대화를 나눠야만 적합한
추천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자 및 신규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추천 결과를 주지 못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가진다.

2.2 온라인 데이트 의사결정 요인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고,
개인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낀다.
하지만 인간은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내부 갈등이 증가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선택의 역설(paradox of choice, [6])에 처하게 된다.
온라인 데이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성
선택은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s)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데이트 상대의 옵션이 늘어날수록 각
파트너에게 할당할 수 있는 인지적 노력(cognitive
effort)이 줄어들어 프로필 이미지와 같은 피상적
정보에만 의존하게 된다[7]. 이러한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자 사람들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에서 매칭
가능한 모든 파트너들을 철저하게 비교, 대조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는 잠재적인 파트너가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 중지 규칙(Stopping rules)을 사용한다
[8].
많은 문헌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타인을 좋아한다는 유사성-매력(similarity
attraction) 가설을 설명한다[9]. Fiore(2005)에 따르면
이는 온라인 데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람들은
본인과 유사한 학력, 사회적 위치, 재력, 외모 등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한다[10]. 하지만, 익명성(anonymity),
비언어적 신호의 부재(reduced nonverbal cues) 등의
특성을 지닌 온라인 데이트[11]에서 개인은 오프라인
만남과 비교하여 주어진 신상 정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신호만을 토대로 상대방을 귀인(over-attribution) 하는
범주화를 시도한다[12]. 이러한 불완전한 근거에 대한
선택은 이후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Chemi 를 통해 보다
풍부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상대를
찾아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트 의사 결정을
돕고자 한다.

2.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등 사람이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기술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응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은 의사결정, 예측의
결과만 알려줄 뿐, 도출 과정과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13].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 사안은 효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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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어떻게 분석하여 결정을 내렸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으로 내려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로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설명
인터페이스’ 가 있다[13].

3.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Chemi 매칭 UI 디자인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에서의
의사결정 이론 및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인터페이스 요소를 기반으로 Chemi 의 매칭 UI 를
디자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들을 반영하여 그림 2~4 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였다.
• 이성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발화에서
추출된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매칭 상대를
추천한다.
• 인공지능 매칭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나와 상대방의 발화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었고,
어떠한 토픽과 감성이 유사도에 기여했는지

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한다.

3.1 Chemi 서비스 소개

• 인공지능이 미처 예측할 수 없는 범위 혹은 에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택 가능한 대안 및 사용자들이

Chemi 는 나와 가장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이다. 프로필
이미지, 사용자가 직접 기입한 인적 정보와 같은 피상적
데이터만을 사용하지 않고 발화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퀄리티 높은 근거를 제시한다.
추천 시스템은 Khaii 형태소 분석기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엔진, BERT(Bidirectional Encoder

데이터 일부를 직접 제거하거나 더할 수 있게 한다.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와 Tensorflow 를 사용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엔진을 사용하여 가장 유사한 답변들을 한 사용자들을
매칭 시켜주도록 개발되었다. Chemi 는 안드로이드
오레오(8.0)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었다.

3.2 구현 기술
Chemi 는 여러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면, 서버에서 해당 음원이 FLAC (Free Lossless
Audio Codec) 형식으로 저장되어 Google STT(Speech
To Text) API 를 통해 문자로 변환된다. 변환 된 문자는
LDA 토픽 모델링 기술과 감성 분석 기술(Sentiment
Analysis)을 함께 적용하여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주제어와 해당 주제어에 따른 감성의 극성
값을 도출한다. 같은 토픽에 대해 같은 감성으로 이야기
한 사람을 순위로 매겨 나와 가장 유사한 사람 순으로
추천한다.

그림 2 추천 결과 수치화

Chemi 는 나와 가장 유사한 사람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알려준다. 수많은 이성 상대와 정보 속에서
귀납적 선택(heuristics)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만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현재 서비스에 접속 중인 매칭 가능한 이성의 수, 즉
가능한 대안의 숫자 중 어떠한 공통 관심사(토픽)가 어느
정도의 일치율로 나에게 추천되었는지를 알려 주어 추천
상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나와 추천된 사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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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내용(인풋 데이터)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 베스트 매칭
그림 3 추천 근거 범주화

Chemi 는 이성 선택 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성격,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알 수 있는 여러 선제 질문을
던지고 이를 음성으로 답변하도록 한다. 이후 인공지능
발화 분석을 통해 나의 관심사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도를 높인다. 추출된 토픽은 감성의 극성에 따라
자동으로 좋아하는 것(positive), 관심 있는 것(neutral),
싫어하는 것(negative)로 범주화된다.
인공지능이 미처 분석하지 못한 나의 관심사는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오류를 줄인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은 인공지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과도하게 의지하여 실망을 할
가능성을 줄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선 인터페이스(그림 2, 3)만 보아서는 실제 매칭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매칭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보다 직관적인 시각화를
통해 인공지능 추천 모델을 제시한다.

Chemi 는 나와 가장 유사한 토픽과 감성을 가진 이성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공통 질문에서
나와 추천 파트너가 비슷하게 답하였을 시 매칭되며,
각각의 원본 음성, 공통 관심사를 보여줌으로서 어떻게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되고 추천되는지를 설명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온라인 데이트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만남에 비해 더 빠르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
상대를 탐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매칭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시도가
늘고 있다.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모델은
사용자들이 추천된 파트너가 왜 나와 매칭되는지 알 수
없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추천받은
이성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하는 귀인 현상이
일어난다. 본 연구는 STT(Speech To Text),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가진 Chemi 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매칭 만족도와 결과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좋은 관계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6] 이후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여 추천
받은 상대에 대한 해석(interpretability), 추천 받은
상대에 대한 이해도(prediction quality), 서비스
신뢰도를 분석하고 재 디자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인공 지능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금융, 의료, 보험 분야의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자 이해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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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영상인식 같은 경우 Google 의 Vision AI 와
Amazon
의
Amazon
Rekognition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를 제안한다. 제안한

Microsoft 의 Computer Vision 등 사용자가 기계
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아도
확장성이 뛰어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는 입력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의의 신호 데이터를 사용하며,
입력된 신호에 대해 사용자 선택형 전처리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수정하기가 어렵고 학습에 사용하는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전처리기법은 BPF, FFT,
IFFT, ACF, RR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전처리기법은 처리순서, 처리대역 등을 사용자의

DB 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용자가
인식에 사용하는 DB 는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에게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선택한

제공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금전적인

순서대로 전처리를 진행한 후, 처리된 전처리결과를
이용하여 LSTM 구조의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고

문제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

인식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신호인식 모델을

학습 서비스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편리함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사용하여 인식 성능을 평가하여 제공한다.
제안한 도구의 평가를 위하여 여러 생체신호 중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2]

얼굴 피부 색상 신호로부터 추출한 맥파 신호를

반면 신호인식의 경우 위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클라우드

이용하여 맥박수에 대한 인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FFT-IFFT(대역 선정)-ACF 의 경우 96%의

기반의

인식률로 가장 좋게 나왔고 다른 전처리 선택 맥박수

신호인식

서비스들은

음성,

TTS

등의

서비스에 국한하여 제공되어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또한 기존에 제작된

인식 방법보다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호인식기들은 전처리기법의 변환이 일률적이고

주제어

순서 및 대역 선정 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신호처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딥러닝, LSTM, 신호인식, 생체신호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전문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처리기법을 여러 가지 조건(순서, 대역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1. 서 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선의 인식모델을 선택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본

최근 하드웨어의 발전과 더불어 4 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논문에서는 기존의 신호인식기 및 클라우드 기반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발표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추론하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호인식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를 제안한다[3].

지원하는

기술이다[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호인식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제안한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는 사용자
선택형 전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신호처리를 진행하고
학습 및 인식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전부 자동으로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진행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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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입력부는 신호를 입력 받고 입력된 신호의 길이를

전처리기법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처리기법을
적용해 변환된 신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계산한 후 Outlier(이상점)를 제거한다. Outlier 를
제거하는 방법은 입력된 신호들의 샘플 수 평균보다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호 변환, 학습 및

60%

인식에 사용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Outlier 가 제거된 신호들의 평균 길이를 계산하고
평균 길이에 맞춰 입력된 신호의 길이를 모두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도구의 성능 평가를 위해

미만의

신호를

Outlier

로

취급하였다.

통일한다. 신호의 길이를 통일할 때 FIR 필터와

사람의 얼굴 피부 색상에서 추출한 색상 값을

Interpolation, Decimation 을 이용하여 신호의
길이를 통일한다. 평균 길이에 맞춰진 신호들을

바탕으로 맥파 데이터를 산출하여 맥박수 인식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용하여 클래스 목록을 만들고 이를 전처리부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2.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

전처리부는 입력부에서 만들어진 클래스 목록
데이터를 사용하며, 사용자가 전처리기법의 적용을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의 흐름도는 아래
그림 1 에 도시하였다.

원하지 않을 경우 변환을 거치지 않은 원데이터를
학습부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사용자가 전처리기법을
선택할 경우 신호의 전처리가 진행되며 적용가능한

신호
DBDB
입력
기존
신호
입력

전처리기법은 BPF(Band Pass Filter), FFT(Fast
Fourier
Transform),
관심대역을
제안한

신호 길이 보간
통일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ACF(Auto

전처리 과정

Correlation Function), RR 등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선택한 순서 및 대역 등에 따라 변환 순서와

NO
신호 변환

BPF

FFT

BPF
YES

BPF 적용

FFT 적용

ACF

IFFT

FFT
YES

설정값이 변경될 수 있다. 사용자가 전처리기법을

IFFT

YES

iFFT 적용

ACF
YES

ACF 적용

선택하는 UI 는 아래 그림 2 와 같다.

RR

RR
YES

…

RR 적용

신호 변환
순서 보관함

신호 변환
선택 완료?

NO

YES
전처리 실행

전처리
DB

LSTM 학습

신호 인식기

그림 1.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 흐름도

그림 2.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 실행화면

그림 1 의 흐름도에서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입력부, 전처리부, 학습 및 인식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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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호인식부 실행화면

사용자가 선택한 전처리기법에 따라 신호의 변환이
완료되면 변환된 신호를 바탕으로 전처리 DB 를
생성하며 이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3. 실험 및 결과

학습 및 인식부에서 학습은 전처리 DB 의 신호

3.1 인식 실험 데이터

데이터 중 90%를 LSTM[4]의 입력에 사용하며
사용자가 지정한 Step 수에 따라 학습을 진행한다.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는 사용자가 보유한
신호에 대해서 학습 및 인식이 가능하다.

이때 Batch Size 및 Epoch 수는 Step 수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다.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전처리
DB 에서 학습에 사용한 90%의 데이터를 제외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신호인식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맥파 데이터를 활용한 맥박수 인식 실험을
진행하였다. 맥파 데이터는 Cg 값에서 추출할 수

10%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정 Step 마다 Test
Accuracy 를 산출하여 표시한다. 학습이 완료되면
인식 모델이 만들어지고 전처리 DB 에서 학습에

있는데, Cg 값은 사용자의 얼굴 피부 색상에서
추출한 RGB 값을 다음의 식과 같이 변경하여 추출할
수 있다[5].

사용하지 않은 10%의 데이터를 인식모델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인식테스트를 수행한다. 인식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Confusion Matrix 및
텍스트 파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추가적인 인식은 사용자가 인식에 사용할 신호
데이터를 파일로 입력하면 전처리부에서 선택한
전처리기법의 순서 및 설정값을 바탕으로 입력된
신호의 변환을 진행한다. 신호의 변환이 완료되면,
학습을 통해 생성한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인식을
진행한다.

인식모델을

이용하여

입력한

인식 실험에 사용한 Cg 평균값의 신호들은 분당
맥박수에 따라 분류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안정

신호의

또는 흥분 상태에 따라 약 40~200 까지 분당
맥박수가 측정될 수 있으므로[6], 이에따라 Cg 값에서

클래스 인식률을 도출하고 인식률 상위 5 개의
클래스를 신호인식부 UI 에 나타낸다. 신호를
인식하는 UI 는 아래 그림 3 에 도시된 것과 같다.

맥박관련

대역(0.67~3.34Hz)을

설정하면

맥박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7][8]. 추출한 맥박
데이터를 바탕으로 40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였고
신호 데이터 수는 총 8,418 개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3.2 전처리선택
본 논문에서 진행한 맥박 데이터 인식 실험의 경우
서로 다른 전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세 번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진행한 방법은 시계열 Cg 신호 데이터를
주파수축 신호 데이터로 변경하기 위해 FFT 를
적용하여 나온 신호 데이터를 학습 및 인식 실험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진행한 방법은 FFT 를 적용하여
주파수축으로 변환된 Cg 신호 데이터에서 자기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해 ACF 를 적용하여
상관함수를 도출하고 해당 신호 데이터를 학습 및
인식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진행한 방법은 FFT 를 적용하여
주파수축으로 변환된 Cg 신호 데이터에서 맥박과
관련된 대역(0.67~3.34Hz)을 설정하여 IFFT(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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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를 적용해 맥박 관련 데이터만 추출한다.

대표적인 개선사항은 기존의 신호인식기들이 가지고

IFFT(대역 선정)를 적용하여 관련 대역을 추출할
경우 BPF 를 진행하여 추출할 때보다 신호

있던 일률적인 전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신호를
변환하던 방법을 사용자가 순서 및 대역 등을 선정할

데이터에서 필터로 인한 딜레이가 생기는 등의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전처리의 변환부터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출된 맥박 관련 데이터에 ACF 를 적용하여

학습 및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기존 신호인식기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상관함수를 도출하고 해당 신호 데이터를 학습 및

또한 클라우드 기반 신호인식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인식실험에 사용하였다.

음성, TTS 등의 국한된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가
보유한 임의의 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3.3 인식 실험 결과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의 개발로 인해
신호처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를 활용한 인식
실험에서 진행한 환경은 다음과 같다. Step 의 경우

사용자도 편리하게 신호를 변환할 수 있게 되었고

학습을 진행할 때 100,000 을 사용하였고 Batch

전문가도 신호 변환에 따른 데이터의 유효성을 빠른
시간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Size 의 경우 32 를 사용하였다. 위의 조건들로 세
번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표 1 에 도시한 것과 같이
나타났다. FFT 만 진행했을 경우 71%, FFT-ACF 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의
성능 평가를 위해 여러 신호 중 일례로 얼굴 피부
색상 신호로부터 추출한 맥파 신호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했을 경우 75%, FFT-IFFT(대역 선정)-ACF 를
진행했을 경우 96%의 인식률이 각각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맥박수에 대한 인식을 진행하였다. 인식 실험 결과

표 1. 사용한 전처리기법 및 인식률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dex

Pre-Processing

1

FFT

2

FFT

ACF

3

FFT

IFFT

FFT-IFFT(대역 선정)-ACF 의 전처리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다른 전처리기법들 보다 높은 성능을
이러한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를 적극

Accuracy

활용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호 데이터들의
활용방안이 넓어질 것이고 데이터의 검증이 쉬워질

71%

것이며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절약될 것이라고

75%
ACF

추측할 수 있다.

96%

본 논문에서 구현한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는 https://hci.skku.ac.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스마트

신호인식

모델생성

도구에서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FFT-

IFFT(대역 선정)-ACF 전처리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후, 자체적인 인식 실험 결과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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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증후군’을 겪고 있었고 약 38%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1]. 이러한 증후군을
겪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41.5%,

요약문
급속한 기술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신속한
변화를 가능케 하지만, 이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더욱 바쁜 대응과 처리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 및 높은 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은 정신
건강과 평안을 위한 마음챙김 수련에 도움이 되는 “더
컴마(The
Comma)”라는
명상을
유도하는
관객참여형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을 소개한다.
“더 컴마”는 가상 현실 환경 속에 구성되며,
“마음챙김 피드백 (mindful feedback)”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단적 주의를 기울이며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명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용자
경험을 추구하는 “더 컴마”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신 건강 향상 및 웰빙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복수응답)을 들었다. 또한, 직장인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48.2%,
복수응답)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명상 등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응답자도 12.3% 나 있었다.
위 조사는 현대인들은 정신 건강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필요하며, 그 중 명상과 같은 마음
수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명상과 ‘마음챙김(mindfulness)’을 돕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디자인 및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명상과 호흡

현재 명상에 관한 뇌 과학 연구에서 두 가지 의미있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명상이라는 현상을
개념과 은유가 아닌 신경이나 신경계와 같은 물리적
실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명상이라는
정신 활동이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명상이란 정신
활동이 단순히 물리적 신경망 활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 구조물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또한 마음챙김이란
경험에 대한 정신적 설명이나 분석이 아니라
비성찰적이고 비판단적인 관찰을 말한다. 특히
마음챙김에 기초한 명상은 평가나 의견 구성, 분석적
인지를 회피한다 [3]. 마음챙김 훈련 효과는 웰빙,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인지 능력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감,
연민, 애타심, 계몽, 영적 건강의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 뿐만 아니라,
마음챙김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주변 및 개인의 상황에

주제어
정신 건강, 명상(meditation), 위빠사나 명상법,
스트레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마음챙김
(mindfulness), 스트레스, 가상현실 시스템(CAVE),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자세 교정, 동작 인식

1. 서 론
오늘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현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 받게 되고 더욱 바쁜 일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높은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한편
기존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정신적 건강의
위협도 새로이 대두되는 것도 현실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437 명에게 ‘직장인
증후군’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 56%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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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마음챙김(mindfulness)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시각 피드백은 ‘비판단적 주의와

대한 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5].

알아차림’을 통한 마음챙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음 챙김 (mindfulness)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명상법으로 ‘위빠사나(vipassana)’를 들 수 있다.
위빠사나는 ‘분리하여 보다’라는 뜻이며 많은 불교
수행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초기 불교적 내용에
근거한 것이 현대화되면서 어느 정도 변형되어,
위빠사나 수행은 알아차림(知, sampajanna)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챙김(念, sati)을 계발하는 것이
되었다 [5]. 사실, 이 명상의 자세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정좌로 앉아서
수행하는 ‘좌선’이 있다.

그림 1 명상보조 어플리케이션 Pause

마음챙김 명상에서 중요한 또 다른 것은 호흡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의 좌선 상태에서 일차적 관찰
대상은 배의 움직임이다. 들숨과 날숨에 따른 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6].

사용자(관객)의 제스처가 어플리케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을 때 이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피드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관객)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상 몰입 유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신체 활동 중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면서 의도적 조절이 가능한 것이 ‘호흡’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신
활동은
‘주의(attention)’이다.
현대심리학에서는 주의를 특정 대상에 인지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명상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의도적인 주의 훈련이다.
이렇듯 명상은 평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인 조절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명상에서 호흡과
주의를 수련하는 것은 자동적인 몸의 내·외적 반응을
의도적인 반응의 영역으로 넓히는 조절력 확장
수련이다 [2]. 그리하여 마음챙김은 주의조절력
훈련을 통해 일종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두번째 앱 <Sway>는 사용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활용한 명상 보조 어플리케이션이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2.2.

관련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그림 2 명상 보조 어플리케이션 Sway

오늘날 마음챙김을 위한 여러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 기반으로
제작된
MBMA(Mindfulness-based
mobile
application)는 명상-보조 컴퓨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써, 먼저 덴마크의
PauseAble 사가 개발한 두 개의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첫번째는, <Pause> 이다 [4].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시각, 청각 피드백을 중심으로

<Sway>는 사용자(관객)에게 모바일 기기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른 사운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마음챙김을 제공한다. 각
마음챙김 수행은 총 6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명상 레벨
갱신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성을 높였다.
<Sway>도 마찬가지로 명상 시 시청각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몰입’을 유도하였다. 초기에는 기기의
화면에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야 하므로 집중이
필요하지만, 움직임이 안정화되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외부환경으로 시선을 옮겨 천천히 거닐며
마음챙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Pause>보다 ‘비판단적 주의와 알아차림’에 더욱

명상을 돕는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화면 안의 원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점차 그
원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안정되고 긴 지속음으로 청각적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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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관객)의 마음챙김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시청각 피드백은 사용자(관객)가 집중하는
현재의 순간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몰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컴마>는
CAVE(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시스템으로 몰입감을 제공하는 공간 구성을 통해
시청각적 피드백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마음챙김

적합한 시스템이라 생각된다. 스마트폰의 제한된
시각적 피드백에서 벗어나 현재 거닐고 있는
사용자(관객)의 현재 행위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초기 단계에서
안내에 따르지 않게 된다면 명상 유도를 강제로
종료하는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관객)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몰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앱은 하루
20 분의 마음챙김을 권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를 시, 명상의 레벨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부정 피드백을 포함한 레벨 디자인을
포함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명상의 습관을 유도하고,
짧은 몰입과 효과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장점을
가지나, 반면에 명상에 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단점도 갖는다.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유도하는 마음챙김의 특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서 제시한 사례들의 부정 피드백들은 사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자연스런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판단적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내(유도)하는 과정이 명상-보조 컴퓨팅의
주요한 관건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마음챙김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부정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3.2 마인드풀 디자인 (mindful design)
우리는 <더 컴마>에서 제공하는 명상을 유도하는
여러 시청각적인 인터랙션 요소를 ‘마인드풀 디자인
(mindful design)’이라 제안한다. 올바른 명사 자세와
구체적인 호흡법(들숨과 날숨의 타이밍)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UI 를
최소화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적 아웃풋을 자연
풍경, 즉 바다 수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수면의 움직임을 통해 자세 유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 한다. 여기에 기존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바른 명상 자세 교정과 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향상된 마음챙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배경 사운드와 함께 범종의
공명음을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올바른 자세 유지
여부에 대한 긍정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되, 자세가 잘 유지되지 않을 시 공명
음량을 일시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연의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도록 하였다. 이는 부정피드백(negative
feedback)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명상에 몰입하고 집중도를 높일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지각적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사건 신호’[4]를
무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상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제시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변의 직간접적 방해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시각적 피드백의 효과 역시 스크린 크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위한 ‘몰입’을 유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깊이 있는 마음챙김을 위하여 필요한 명상보조 컴퓨팅은 적절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명확한
목표와 자극적이지 않은 피드백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몰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The Comma (더 컴마)
3.1. <더 컴마>의 목적
<더 컴마>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챙길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이다. 기존의 명상 보조 시스템은 주로
모바일 기반으로 제작되어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의 여러 방해
요소와 갑작스러운 연락, 알림 등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마음챙김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제한된 화면의 크기로 보다
풍부한 시각적 피드백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3 들숨을 유도하는 시각적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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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절의 위치 데이터 취합 및 콘텐츠 시나리오
구성은 Unity 사의 Unity2018 엔진을 활용하였다.
<더 컴마>에서 Kinect Sensor V2 카메라는
사용자(관객)의 정면에서 2m 거리에 위치시켰다.
정좌 자세의 판단은 골반에서 머리 까지가 수직
상태와 양 어깨의 수평 상태의 결과값을 도출해
상정하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정좌 자세를 하고
있는지 2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앉아
있을 때 상체가 기울었는지, 사용자의 양어깨가
수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관절의 각도값 도출은
지정된 관절을 중심으로 관련된 관절의 벡터와 좌표
위치를 Kinect SDK 에서 제공되는 각도 계산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한다.

그림 4 날숨을 유도하는 시각적 인터페이스

몰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더 컴마>는 사용자가 본인이 느끼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정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명상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져 명상에 더욱

3.4. 사용자 시나리오
<더 컴마>의 시나리오는 총 3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튜토리얼(tutorial)단계로, 사용자에게 정좌
자세 및 명상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사용자가
스크린과 Kinect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 앞에
앉으면, 사용자의 자세를 교정(calibration) 하는
안내가 시청각적으로 나온다. 이를 통해 현재 자세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제공되고 정좌 자세로
유도한다. 그리고 화면 중앙의 구체(sphere)의
인터페이스(그림 3, 4)가 들숨과 날숨의 타이밍을
안내하는 것을 익히게 된다. 이어서 사용자가 정좌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 다음 단계가 이어져
진행된다.

친숙해질 것이다.
3.3 구현 기술
<더 컴마>는 사용자가 올바른 정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로 파악하여 시스템
입력 값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에 명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는 모션 캡쳐 장비가
아닌, 적외선 및 영상 기반의 Depth 카메라를
사용하여, 스켈레톤 모션 캡쳐를 통하여 머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세로축과 어깨선의 가로축이
직각이 되는 자세를 측정한다. 이는 Microsoft 사의
Kinect Sensor V2 카메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25 개의 관절의 인체 모델을 월드 (world) 좌표와
로컬(local) 좌표로 제공한다. 스켈레톤 구조(skeleton
structure)는 사용자의 신체의 뼈대 구조를 가상으로
모델링한 데이터로써 Kinect SDK 에서 제공되는
관절 계층(hierarchy)구조, 즉, 관절 간의 부모 자식
관계 구성되어 있다.

제
2
단계는
명상(meditation)
단계로써
시각적으로는 자연 풍경과 호수 모습을 보여주고,
청각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자연의 소리와 범종
소리를 들려준다. 화면 중앙의 구체는 점점 투명하게
되면서 사라지고, 화면이 아닌 자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그림 6 ‘긍정적피드백’ 물결 형태

그림 5 정좌 자세 추적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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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변경되고, 체험한 사용자의 자세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과 다음 단계(step)의 명상법을 음성
안내를 통해 제공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더 컴마>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으로 사용자
또는 관객에게 충분히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명상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호흡
행동은 <더 컴마>에 구현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온화하게 반응하는 시청각적 요소를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에
있던 다른 앱과 달리 명상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림 7 ‘부정피드백’ 물결 형태

긍정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팀은 해당 작업이 매체 특성상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일종의 게임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명상-보조
시스템’으로 마음챙김 기술을 훈련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이미 휴대전화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명상 콘텐츠가 있지만, 본 연구팀은
신체의 수행적 측면에서 정식으로 명상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전통적 명상법에
대한 수월한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가 제시한 ‘명상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은 사용자에게 ‘전통적 명상법의
예비단계로서의 훈련’을 돕는다고 할 수 있겠다.

사용자의 자세에 따른 시각적 피드백은 실시간
렌더링(real time rendering) 되고 있는 호수의 물결의
일렁임으로 표현하였다. 사용자가 정좌 자세일 때는
그림 6 과 같이 물결이 고요하게 흐르며, 사용자의
자세가 흐트러질 경우, 그림 7 과 같이, 물결이
출렁거리도록 파도(wave)의 수치를 조절한다.
제 2 단계에서 범종의 소리는 총 10 회가 일정
간격으로 재생되고, 사용자 자세의 분석 결과에 따라
범종의
소리의
볼륨(volume)값
조절하여
긍정피드백으로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정좌
자세를 유지할 때는 볼륨이 100%에서, 자세가
흐트러질 때 볼륨이 일정 값까지 내려가도록
제작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는
시각적으로는 호수 물결의 출렁임이 심해지고,
청각적으로는 범종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향후에 본 연구자들은 이 인스톨레이션을 갤러리에
설치하여, 사용자 경험 평가를 실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명상적 표현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힐링이
되는 예술적 표현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좌 자세로 다시 유도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예술작품으로도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명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용자 경험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을 이용한 정신 건강 향상 및 웰빙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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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연구임

그림 8 <더 컴마>의 제 3 단계의 모습

마지막 제 3 단계는 피드백(feedback) 단계로써
이용자(관객)이 <더 컴마>의 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 그림 8 과 같이 차분한 배경과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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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CCTV 설치, 조명시설 배치, 조경 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서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요약문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도시공원을 활성화시키기위한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시공원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공원 안전 문제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CCTV 는 판독의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자가 CCTV 를 상시 주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시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공원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인력적 문제가 있으며, 이상 상황을 감지하였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의 특성상 우발적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 안전 관리 현황과 서비스를
조사하고 도시공원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시공원 안전
관리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런

검토해 적용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도시공원의 불안정성에 의한 안전 문제는 도시공원
초기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이를 바탕으로 UX 디자인 측면에서 도시공원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발될 효율적인

외면 받아 방치됨으로써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의 방향을

증폭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도시공원 안전 등급과 연간 기준

주제어

구분

가(위험)

나(주의)

7
대
범죄

5 건이상

1~5 건

없음

1.1 도시공원 안전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112 신고

16 건이상

5~15 건

4 건이하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 활동과 휴양 및 휴식공간

불안
요인

1
개
이상 해당

없음

없음

빅데이터, 도시공원, 안전 관리

1. 서 론

으로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능 뿐만 아니라 계획된 도시

다(안전)

*7 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마약, 방화)

공간 내에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경관을

*불안 요인 (비행 청소년, 노숙자, 주취자)

심미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정부는 도시공원과

표 1.은 도시별 공원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시설물

관련한 녹지 개설 및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안전등급 분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1].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도심에 위치 하고
있음에도 개방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안전 문제에

표 2.는 표 1.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시공원 등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2]. [도시공원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규칙]이 발효되면서 도시공원 안전관리에

정부는 도시공원 설계 단계에서 CPTED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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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높아 졌으나, 가(위험)등급 공원은

기술을 융합하여 공원 이용자가 비상벨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와 같은 음성을 인식하여

꾸준하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벨이 울리도록 설계하였다[5].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표 2. 시도별 공원 등급 현황 (2018 년 8 월)
가(위험)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내 안전 관리를 위해 CPTED 가
적용된 공원 설계와 함께 다양한 기술을

지역

총계

나(주의)

서울

2,158

14

399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시도하고

대전

429

10

44

대구

548

2

78

있는 것은 공원 안전 관리의 효과적 방안 창출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최근까지 도시공원

부산

440

3

29

안전 관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다양한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공원 안전 관리 발전 방안을

이에 도시공원 조성 사업 확대에 대한 안전 계획의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공원은 불특정 다수의

명확한 수립과 함께 더불어 기존 도시공원 내 안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적인 공간의 특성으로
범죄 타깃 설정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확보와 지속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원

우발적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용자들의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및

둘째, 도시공원의 CCTV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시공원은 녹지로

관리를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 있어 CCTV 설치 위치 선정이 어렵고 공원

필요하다.

내부 전체를 촬영하기 힘든 구조를 띄고 있다. 또한
촬영 데이터만으로는 이상 행동 예측의 오차 범위가

1.2 도시공원 안전 관리의 이론적 고찰
CPTED 란 범죄 예방환경설계라는 의미로 도시
환경을 바꾸어 범죄심리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큰 문제가 있다. 셋째, CPTED 적용으로 안전 관리

경감시키는 기법이다. CPTED 기법은 각 지형적

않는 구역이 있어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정부

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있으나 공원 내 조광이 미치지

특성에 맞게 적용 방식 및 범위를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PTED 기법을 효율적으로

차원에서 범죄 예방 시설로 의무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 공원 내 비상벨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활용한 사례로는 캐나다 Banfield 공원의 보행로
설계가 있다. Banfield 공원에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길을 흙이 아닌 돌로 포장하여 보행 시

비상벨 위치 선정과 더불어 기능 작동 및 대처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범죄 발생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격하게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다른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3]. CPTED 기법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화하는 것에 비해 안전 관리 목적의 공원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6],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도시공원

우리나라는 2012 년 [도시공원 법 시행 규칙]이
발효되고 2017 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폐쇄회로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는

도시공원

설계

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CPTED 기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대구시는
가(위험)등급 공원 내·외부에 CCTV 를 추가

2.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 융합
2.1 도시공원 안전 관리에 따른 기술 융합의
필요성

설치하고 시민 행사 개최를 통해 공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직영 공원 및 서울시 전역의 모든 공원 화장실에
3,914 개의 비상벨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재난의 유형, 발생 빈도, 피해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안전 관리 서비스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도시공원 안전 관리 서비스는

강화하고 있다[4]. 그러나 공원 등급 분석을 통한
비상벨 및 CCTV 의 추가 설치만으로는 도시공원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시설물 안전 관리,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중심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7]. 그러므로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하동군의 IOT 기술 융합 사례와

최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공원 안전
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하동군에서는 비상벨에 음성인식 IOT

같이 도시공원 내 시설물과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도시공원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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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다양한 데이터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내 이용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2.2.2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석하여 체계적인 도시공원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기술을 융합하고

CCTV 를 통하여 수집 된 이미지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영상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이동 데이터로 수집하지 못한

2.2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활용 기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동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

도시공원 내 의무 설치되는 시설물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이며 방대한

내 이용자의 집단 정보 수집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원 내 이용자를 그룹 단위로 분석할 수도
있다. 영상 데이터의 수집을 활용해 이상 상황을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므로 영상 처리 기술만으로는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죄 타깃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예측할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수도 있다. 이는 범죄 타깃 설정 문제에 대응하여

융합하는 것이 체계적인 도시공원 안전 관리 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범죄 발생률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2.2.3 위치 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속적인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위치 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공원 내 평균

빅데이터, 인공지능, 영상처리 세 가지 기술을

체류시간 및 체류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 정보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와 결합시킨

선정하고 검토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도시공원 내 광범위한

형태로 분석하여 공원 이용자의 행동에 따른 감정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도시공원 내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원
내 전반적인 시설물 중 공원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융합하면 분석된 데이터 결과를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활용 할

인식하고 예측하여 도시공원 내 범죄 예방 및 대처와

수도 있다.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CTV 를 통해 수집된 영상 데이터 기술을 통해

3.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안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결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문헌 연구와 활용 기술 분석을 통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적용해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주요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안전 강화 서비스,
도시공원 치안 분석 서비스, 도시공원 안전 지킴
서비스의 3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공원 이용객 이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3 가지 주요 서비스 제안은 우발적 범죄예방 및 대응 ,

• 공원 이용객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지속적인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도시공원 내 안전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 공원 이용객 위치 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표 3 과 같다.

데이터
2.2.1

표 3. 도시공원 안전 관리 서비스 제안 요약

이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공원 이용객의 이동

데이터 수집

서비스

및

분석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용자의 주 이동 동선 또는 공원 유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시 공원 이용자의
주 이동 동선을 따라 효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 측면에서 사용자 이동
패턴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장소를 매칭하여 비상벨
및 조명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적절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원 내 한정적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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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도시공원
안전강화
서비스

공공 WiFi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공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도시공원
치안분석
서비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죄 패턴,
이상행동을 도출하여 범죄 예방 및
대처 서비스를 제공

도시공원
안전지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공원
관계자에게 공원 안전 지킴을 위한

서비스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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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 주요 서비스는 기술 간 융합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공원 안전 관리와

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 데이터, 공원
내 이용자 현황, 가장 안전한 경로 등을 분석할 수

관련하여 각 담당자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있다. 공원 이용자가 안정적인 공원 안전 관리에 대해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분류하였다. 첫째,
도시공원 안전강화 서비스는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공원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추가 설치 및 공원 내 취약 지점 관리를 중점으로

이를 통해 범죄 발생 및 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한다. 둘째,
도시공원 치안 분석 서비스는 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 할 수 있다.

4. 결론

중점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한다. 셋째,

도시공원 안전 관리는 공원 내 다양한 안전 관리

도시공원 안전지킴 서비스는 공원 이용현황을
중점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한다.

시설물 의무 설치 및 추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비상벨, 조명시설, CCTV 등의
추가 설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점차 지능형

다음은 3 가지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안이다.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3.1 데이터 수집을 통한 도시공원 안전강화 서비스
공원 이용자에게 공공 WiFi 를 제공하고 얻은 공원

함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는 CPTED 와
함께 다양한 기술 간 융합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

이용자 위치 및 이동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공원 안전 관리의

근처 경찰서, 소방서 등에 제공한다. 지능형 기술을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다음은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활용한 도시공원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은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연계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한 공원

사항이다.

이용자의 동선, 체류시간 등을 통해 어느 지점에 공원
이용자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며, 오래 머무르는지

첫째, 공원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도시공원 내 안전

데이터 통계를 대시보드와 지도 형태로 제공해

관리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자들의 동선이 겹치고 체류시간이 많은 지점과
안전 관리 취약 지점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 간

할 수 있다. 또한 공원 내 사각지대의 안전 관리를

융합을 통해 제공되는 안전 관리 서비스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지자체가 함께

위해 CCTV 및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CPTED
관점의 공원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범죄 및 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형태로

3.2 데이터 수집을 통한 도시공원 치안 분석
서비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기존 공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의무

공원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과 공원 내
범죄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을 통해 공원 내 사건

설치 시행과 비교하여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발생 빈도가 높은 구역 및 시간을 파악하여 해당

도시공원 안전 관리 현황과 서비스를 조사하고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시간대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관계자에게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다. 영상 분석을 통해 공원 내

기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범죄 발생 패턴, 이상 행동 감지 등의 정보를

효율적인 도시공원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제공함으로써 도출된 범죄 패턴은 지능형 기술을
통해 범죄 발생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서 공원 내 범죄

연구를 통해 제시된 3 가지 서비스 방향에 대한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범죄 발생 시 영상

적용과 이에 따른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을 실시간으로 주변 경찰서, 소방서에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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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적젃핚

조치맊

취해짂다면

요약문

접근핛

웹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핚 자원으로

물리적으로 단젃되어 있던 부분까지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는 가능성을 제시핛 수 있다.[1] 선짂국에서는

일상생홗에 함께하는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핛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핚다. 인터넷에서 웹 컨텎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핚 상황이나 홖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핛 수
있도록 구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핚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2.1’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수준을

평가핚다.

접근성

평가대상 선정 방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주요 페이지를 선정하여 대상 콘텎츠를 세분화했다.
검사항목별

젂체

배점을

‘자막제공’의

멀티미디어

콘텎츠, ‘응답시갂조젃’의 시갂제핚 콘텎츠, ‘정지기능
제공’ 항목의 움직이는 콘텎츠, ‘표의 구성’에서 데이터
테이블

콘텎츠로

나누어

해당없는

경우

콘텎츠

존재여하에 상관없이 점수 처리핚 것과 비교핛 때
검출된 오류에 대핚 감점 차가 존재했다. 본 연구를 통해
웹 콘텎츠 존재에 따른 오류 및 평가점수 산정의
과잉평가 사항들을 개선하고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콘텎츠의 사용자 체감과 젂문가 평가 갂 수준 차이를
좁혀 사용자 입장에 실질적으로 다가가 웹 접근성
측면에서의 평가점수 적젃성을 제고핛 수 있다.

주제어
웹 접근성 평가, WCAG 2.0, KWCAG 2.1

1. 서 론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핚 법과
제도 등을 마렦하여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2]
우리나라는 2007 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핚 법률｣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을
의무화 하였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웹 콘텎츠 제공
기관은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는다.[3]
국제 웹접근성 표준을 주도하는 World Wide Web
Consortium-Web Accessibility Initiatives(W3CWAI)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의 정보에
접근핛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4] 웹 접근성
연구소는 ‚어떠핚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가 어떠핚
기술 홖경에서도, 사용자가 젂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듞 정보에 접근핛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5]을 웹 접근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웹 콘텎츠 제작 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이 존재핚다.[6]
1.2 웹 접근성 표준의 적용
표 1. 웹 접근성 표준 관렦 준수 현황

구분

표준

내용

W3C

WCAG2.0

국제표준(61 개
검사항목 구성)

미국

재홗법 508 조

웹 관렦 16 개 조항

1.1 웹 접근성의 필요성

웹 접근성 표준

ICT 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고용
등 삶의 젂 영역에서 기존 사회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웹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핛을 하고 있다. IoT 등을 통해 점점 생홗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웹으로 인핚 삶의 변화는 장애인도 웹에

EU

WCAG2.0

W3C 표준 채택

핚국

KWCAG2.1

WCAG2.0 준용

일본

JIS8341-3:2010

WCAG2.0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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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처럼 주요 국가에서는 W3C 에서 개정 및 발표핚

2. 본문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2.0 을 부분 참조하여 관렦 법 및
제도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핚국형

이번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2.1(Korean Web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KWCAG 2.1)’ 24 개
검사항목으로 준수율을 측정핚다.[7] 국내 웹 홖경에
맞게 정리핚 지침의 검사항목에 근거하여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에서의 정보 접근
제핚의 어려움을 접근성 구현으로 해소핛 수 있다.[8]
2004 년 핚국정보통싞기술협회(TTA) 표준으로 핚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1.0 제정 후, 2015 년 개정하여
현재 국내 표준으로 핚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2.1 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과 같이 2012 년 ISO
standard 로서 W3C 의 WCAG 2.0 를 참고했으며,[9]
크게 4 가지 원칙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핚 24 개 항목을
기준으로 핚다.[10]
그림 1. KWCAG 2.1 및 W3C WCAG 2.0 비교

연구에서는

웹상에서의

접근성

준수

등을

점검하는 KWCAG 2.1 평가항목을 토대로 콘텎츠 존재
유무에 따른 오류 검출 및 점수 산정 시 형평성 구현을
제시하고자 핚다. 대상 존재여부에 따른 점수산정 및
결과를 분석핛 때 과잉평가 사항들의 개선 필요사항
정비 및 평가점수의 적젃성을 제고하고자 핚다.
2.1 웹 접근성 평가방식
웹 접근성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사이트 및 페이지
선정하기에 앞서 웹 접근성 평가방식에 따른 자동평가,
수동평가,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병행하는 등 평가
대상인 웹의 성격에 적합핚 웹 접근성 평가 도구 및
방법을 선정핛 필요가 있다. 핚국의 웹 접근성 평가
연구동향 분석 결과, 주로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병행하여 가장 맋이 사용핚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자동화 평가 도구와 같은 객관적 평가도구의 홗용은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핛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맊 보조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연구에 자동평가맊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구핚다.[11]
자동평가 도구는 K-WAH, 오픈 왁스(OpenWAX),
CCA(Color
Accessibility

Contrast
Toolbar),

Analyser),
WAT(Web
A-prompt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젂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오류 판단이 가능하며 웹 접근성 검사항목에 대핚
자동평가 기능을 수행핚다.[12, 13] K-WAH 의 경우
핚국형 웹 접근성 지침의 24 개 검사항목 중 일부인
6 개를 자동평가하며 동적 홖경에서 접근성 오류를
검출하지 못해, 웹사이트 젂체에 대핚 모듞 문제를
살펴볼 수 없는 핚계가 있다.[14]
수동평가(manual test)는 평가 대상을 사람이 직접
점검하는 평가로 대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스 등을
하나씩 젂부 점검하는 방법이다. 웹사이트 이용자
입장에서 시갂과 노력을 들여 평가하는 사용자평가도
있고,[15] 자동화 평가 도구로 HTML 소스를 분석하는
등 기계적으로 추출 가능핚 항목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검사항목을 아우르는 평가
수행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검사항목 모두 점검이
가능하다.[16]

웹

접근성

오류

관점을

살펴본

논문에서는 웹 디자인 개선, HTML 소스 오류 수정,
장애인을 위핚 대체 수단 제공 등 오류검출로 젂문가
평가에 근거핚 평가 준수율을 산정했다.[17] 이처럼 웹
접근성 평가는 자동평가 도구와 개발자 도구를 홗용핚
수동평가 시 오류 검출 등 정확성의 요구로 점검으로
수행하는 주체의 젂문성이 중요하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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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가 대상 및 페이지 선정

3. 연구 결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 31 조 1 항(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 파악과

검사항목별 콘텎츠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배점을 제외하고자 그림 5 와
같이 콘텎츠 포함 페이지를 파악하였다. 표본 추출은

정책방향 도출에 필요핚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대상 사이트 및 페이지 선정 시 웹사이트별 주요 페이지

중앙행정 및 지자체(광역, 기초) 8 개 행정 및 공공기관

10 개를 선정하고 검사항목 토대의 젂문가 점검이

응답시갂 조젃, 정지기능제공, 표의 구성)에서 페이지별

이루어짂다.[19] 정량평가 시, 콘텎츠 수량 대비 오류
수량을 확인하여 백분율로 점수를 홖산하지맊,

콘텎츠 수의 차이를 확인핛 수 있었다.

정성평가

시

오류의

유무맊을

판별하며

특정

웹사이트를 선정했으며, 4 개 항목(멀티미디어 콘텎츠,

그림 5. 평가 대상 페이지 내 콘텎츠 파악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페이지를 메인페이지로 선정핚다.[20]
그림 2. 웹 접근성 평가 관렦 기존 연구 프로세스

자동평가 도구를 통핚 검사 및 젂문가 평가 수행으로
결과 도출에 이르는 기존 연구를 확인핚 바, 그림 2 처럼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항목을 통해 평가결과를
도출하지맊, 본 연구에서는 ‘핚국형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KWCAG) 2.1’에 따른 평가결과맊 도출하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 검사항목별 평가대상 존재여부에 따른
결과 분석 시 영향을 준 검사항목 확인 및 점수산정을
그림 3 의 도식과 같이 짂행하였다.
그림 3. 웹 접근성 평가 관렦 본 연구의 추가 짂행사항

8 개 표본 중 1 개에 대핚 10 개 페이지 오류 검출 결과,
그림 6 처럼 젂체 10 개 중 콘텎츠가 없는 경우 ‘-’표시로
구분하였다. 10 개 페이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젂체
배점 제외, 일부맊 존재하는 경우, 점수 산정 시 일부를
젂체로 두고 각 배점을 젂체로 하여 평가핛 수 있다.
그림 6. 검사항목별 평가 시 콘텎츠 없는 경우 제외 비교

2.3 항목별 대상 콘텐츠 분류
그림 4 처럼 접근 가능, 콘텎츠 구성, 소리, 색과 조작 등
콘텎츠 세분화로,[21] 항목별 콘텎츠 특성을 파악했다.
그림 4. KWCAG 2.1 검사항목별 확인 가능핚 대상 콘텎츠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콘텎츠가 없는 경우를 파악하는
선행 작업 후 각 검사항목별 콘텎츠가 있는 경우 오류를
점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핚 평가를 수행핚 결과, 각
배점이 가장 큰 순서로 6 점대의 ‘표의 구성’과 4 점대의
‘멀티미디어 자막제공’ 및 ‘정지 기능 제공’, 2 점인
‘응답시갂조젃’에서 콘텎츠가 없거나 일부 존재 시, 점수
산정 차이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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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점수산정방식별 맊점(A) 및 배점 제외(B) 젂체 비교

페이지 중 1 개 페이지의 오류 도출 시 0.6 점 감점에
반해, 10 개 페이지 중 4 개 페이지의 데이터 테이블
콘텎츠가 존재핚 경우 1 개 페이지의 오류에 대핚
점수를 각 배점으로 홖산하여 적용핛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이번 연구는 웹 접근성 평가 기준인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평가방식에서의 웹 콘텎츠 접근성 지침
기반 오류 검출 시 웹 서비스 콘텎츠의 존재여부에 따른
각 검사항목별 평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핚 평가점수 및 산정 준수율은
각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웹페이지의 콘텎츠가 없는
경우 콘텎츠의 존재를 확인하여 배점 제외 방식으로
젂체 페이지 대비 준수핚 결과를 100 점 홖산했다.
맊점을 부여핚 기존 방법대로 점수를 산정핚 경우와

평가대상에 검사항목 적용 및 평가 결과의 도출로
세부적으로 산출핛 수 있어 주요 차이를 나타낸 항목의
평가점수 과잉산정에 대핚 개선 및 해당없는 경우 배점
제외로 평가의 싞뢰성을 높였다.

비교핚 결과 그림 7 과 같이 ‘멀티미디어 자막제공’,
‘응답시갂조젃’, ‘정지 기능 제공’, ‘표의 구성’ 4 개

평가 시 젂수를 조사핛 수 없다는 핚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핚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콘텎츠

항목에서 콘텎츠의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 결과가 최소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멀티미디어, 시갂제핚, 데이터

5.6 점부터 최대 10.8 점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테이블, 정지기능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콘텎츠 유무에
검사항목 평가점수 산정으로 영향을 받은 항목의

사이트 특성에 따라 멀티미디어 콘텎츠를 제공하지
않는

‘자막제공’

항목과

시갂제핚

콘텎츠가

없는

‘응답시갂 조젃’ 항목, 그리고 움직이는 콘텎츠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 ‘정지 기능 제공’ 항목은 젂체 배점제외
대상이었다. 일부 존재핚 데이터 테이블 콘텎츠의 경우
‘표의 구성’ 항목에서 평가핛 때 일부에 대핚 각 배점을
산정하였다.

실증적 검증 짂행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평가에서
변별력이 없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동영상
미제공하는 경우 등의 콘텎츠 유무를 확인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핚 바, 노력도에 대핚 평가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평가 기준에 따른 표준 및 젃차,

그림 8. 콘텎츠 존재여부에 따른 검사항목별 점수 산정 차이

검사항목에 대핚 대상 평가 이해를 통해 웹 접근성
평가연구의 나아갈 바람직핚 방향성을 제앆핚 바, 기존
평가 방법의 적용으로 국가표준 사용자 요구 미반영 등
웹 접근성 준수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하고
사용자 입장을 고려핚 개선 방향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분석과 평가점수의 적젃성을 제고핛 수 있다.

콘텎츠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 젂체 페이지에서
확인핛 수 없는 경우와 콘텎츠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
맊점처리와 배점제외 등의 산정방식 적용 차이를
그림 8 에서 비교해 본 바, 콘텎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배점에 따라 작게는 2 점 크게는
4 점까지의 점수가 반영되었던 것의 배점을 제외했다.
‘정지 기능 제공’항목(4 점) 배점에서 10 개 페이지 중
1 개 페이지의 오류 도출 시 0.4 점 감점되지맊 10 개
페이지 콘텎츠 파악 후 1 개맊 존재하는 경우 젂체
배점이 제외되었다. ‘표의 구성’항목(6 점)은 10 개

검사항목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 준수율 대비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 가능핚 웹사이트의 주요 페이지 및
콘텎츠별 설계에 주앆점을 두는 본 연구의 결과로 웹
접근성 평가 개선방앆의 관렦 학문 분야(특수교육,
사회복지 등)갂 연계 및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핚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 맋은 시사점들을 제공핛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동영상 제공 시 단순 원고맊 제공하더라도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경우 동영상 내용 이해 측면에서
수어·자막을 제공핛 경우, 단순원고 제공이나 수어와
자막 등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부적인
점수 부여 및 평가방앆을 모색하는 등 앞으로 유의미핚
시도를 가능하게 핛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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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영직 외. 평가도구를 이용핚 웹 접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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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영상 미디어 매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는 주 이용 동영상
매체 1 위로 선정되었으며 전 연령층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다.
그러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으로 인한 필터
버블(Filter Bubble)현상의 문제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현재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개인 성향, 개인화, 개인화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유튜브 사용자 경험, 필터버블, Personalization,
Inclination, UX, Filter Bubble, Human Centered
Design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개인 성향에 따른 인터페이스
경험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감각추구성향, 인지욕구성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인 성향에 따른 유튜브 사용자
경험 및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간 중심디자인
(Human Centered Design)에 근본 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비디오 에스노그라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유튜브 사용자의 개인 성향과 목적에
따라 상황 및 필요와 욕구가 달랐다. 대부분 모든
채널(부가기능)에 대한 인식률이 낮았으며, 주로
한정된 영역에서의 탐색 활동을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유튜브의 사용성은 높지만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화된 인터랙션 요소를 도출하여
개인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른 개인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며 유튜브 사용자의
개인화 경험 향상 및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온라인 광고시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19 메조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연령층에
상관없이 주 이용 동영상 매체로 유튜브를 지목했다.[1]
유튜브는 1인 방송, 뉴스 및 시사, 영화 콘텐츠, 교육
학습, 정보검색, 오락 등 콘텐츠 영역이 광범위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가 존재한다.
유튜브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콘텐츠 가운데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영상을 추천해주는 원리이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된다. 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알고리즘의 추천
시스템으로 인한 필터 버블(Filter Bubble)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현상이란, 사용자의 데이터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유도된 몰입으로 사용자를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영상 추천과 음모 이론적 영상이
추천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성향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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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에 집중이
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영상 미디어와 몰입 관계
몰입(Flow)은 무언가에 심취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행복
개발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2]. 영상 미디어에서
사용자는 시청, 커뮤니케이션 등 탐색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
안에서 추천 시스템으로 인한 유도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개인의 주도적인 몰입과 유도된 몰입의
행태를 파악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시청 형태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몰입의 지점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으로 이뤄지는지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자극 수준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의 고-저 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2.2.2 인지욕구성향
영상 콘텐츠 플랫폼은 시청자의 탐색 과정을 거쳐 시청
영상이 선택된다. 탐색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성향을
인지욕구성향의 고-저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인지욕구란, 인지적 노력의 수준 차이에 따라 나뉜다.
이는 정보처리 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의 추천에 크게 동조하지
않는다[5]. 카시오프와 페티(Cacioppo & Petty)는
인지욕구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카시오프와
페티(Cacioppo & Petty)의 측정 척도를 바탕으로
활용한
이강유(2019)의
측정
문항을
참고해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노력의 수준에 따라
인지욕구 고-저 집단을 분류하고자 한다.

2.3 개인화 서비스와 인터페이스
2.2 개인 성향과 영상 미디어
개인 성향의 본질적인 의미는 개인의 쉽게 변화하지
않는 내재적 성질이다[3]. 이는 동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시청 영상 선택 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
성향은 크게 감각추구성향과 인지욕구성향으로
분류된다. 영상에 있어 감각추구는 자극 수준에 따른
몰입 경험이며, 인지욕구는 인지적 노력에 대한 차이를
뜻한다. 유튜브는 광범위한 콘텐츠를 추천 서비스와
영상의 섬네일, 타이틀을 통해 시선을 끌어 선택을
유도한다. 유튜브가 다양한 채널을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시청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2.1 감각추구성향
유튜브 섬네일과 타이틀은 자극 수준에 따라 시청자가
영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감각추구성향은 이러한 자극 수준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시청자의 몰입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커만(Zuckerman)은 감각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스릴모험추구(thrill and adventure seeking, TAS),
탈제지 추구(disinhibition seeking, DIS), 권태에 대한
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 BS), 경험에 대한
추구(experience seeking, ES)가 있다[4]. 본 연구에서
주커만(Zuckerman, 1994)의 측정 척도를 바탕으로
활용한
이강유(2019)의
측정
문항을
참고해

개인화 서비스는 제품, 서비스, 웹, 모바일, 검색기술,
인터랙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분야별로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개인화 서비스는 개인에게 맞춤 제공을 하여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뜻한다[6].
이는 개인화 주도 방식과 사용자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은 제공자
주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용자 주도 방식의
인터페이스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3.1 제공자 주도 방식
어떠한 제공자(시스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맞춤 제공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7].
기존 연구는 제공자 주도 방식에 대해 적응성, 맟춤화,
고객화된 개인화, 학습형 개인화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현재,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은 제공자
주도 방식 중에서 추천 시스템을 통한 맞춤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자가 추천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학습을
중요시하며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본질을
바꾼다[7]. 예시로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 등이 있다. 유튜브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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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큐레이션
서비스란, 인공지능을 통한 알고리즘 방식이 아닌
태거(Tagger)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영상에
대해 태거(Tagger)가 직접 태그(Tag)를 분류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의 경우,
영상 콘텐츠가 광범위하며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태그를 걸기 때문에 정확도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성향 분석 고-저 집단
70
60
50
40
30
20
10
0
감각추구성향

이는 알고리즘(AI)의 기술적 문제와도 결합한다.

인지욕구성향
고

• 2.3.2 사용자 주도 방식

저

그림 1. 개인 성향 분석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인만의 환경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전 설정에 의해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8]. 기존 연구는 개인화
서비스의 사용자 주도 방식에 대해 응용성, 개인화,
선택적 개인화, 설정형 개인화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사용자 주도 방식은 사용자의 취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른 선택을 통해 배열이나 구성을 바꿔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여준다[8]. 사용자의 탐색 활동을
통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배경화면 설정 및 배치, 벨소리 제작 또는 설정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예시로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꾸미기나
아이구글(igoogle), 마이야후(MyYahoo) 등이 있다.

감각추구성향과 인지욕구성향의 척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커만{Zuckerman}의 감각추구성향 측정 척도와
카시오프와 페티(Cacioppo & Petty)의 인지욕구성향
측정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 성향에 대해
이강유(2019)가 번안하여 활용한 감각추구성향의
8 가지 항목, 인지욕구성향의 7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남성 17 명, 여성
53 명이었으며 20 대 47%, 30 대 20% 나머지 10 대,
40 대, 50 대는 각각 1%를 차지하였다.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은 1 시간 36 분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개인성향에 따른 사용자 경험

성향분석

이용

몰입

조작

만족도

동기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사용자의 개인 성향에 따른 사용
경험
및
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간
중심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에 근본 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다. 총 3 가지 단계로
설문조사, 비디오 에스노그라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설문조사
개인 성향에 따른 유튜브의 사용자 경험 및 행태를 묻는
응답자 특성, 이용동기, 몰입, 조작, 만족도에 대해 총
34 개의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리커트(Likert) 7 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점(매우 그렇다)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성향분석의 고-저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중위수값을 측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분리하였다.
유튜브의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10 월
29 일부터 11 월 7 일까지 10 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 부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80 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자 10 명을 제외한 유요한
자료 70 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고 감각추구성향

4.25

5.4

5.55

4.4

저 감각추구성향

3.7

4.86

5.53

3.84

고 인지욕구성향

3.88

5.16

5.2

3.01

저 인지욕구성향

4.07

5.04

5.62

3.07

유튜브 사용자의 경험 및 행태를 묻는 설문지는 개인
성향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감각추구성향의
사람보다 인지욕구성향의 사람들의 이용동기 점수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몰입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로 평가되었지만, 유튜브의 만족도 점수는 비교적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인터페이스 조작 관련
질문에서는 감각추구성향, 인지욕구성향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3.2 비디오 에스노그라피
비디오 에스노그라피(Video Ethnography)는 참여자의
행태를 촬영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유튜브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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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1 시간 동안
자유롭게 유튜브를 시청하였고 기록된 영상을
분석하고 통찰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먼저, 고
감각추구성향의 사람들은 시청 영상을 선택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선택한 영상의 콘텐츠 장르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활동 영역의 동선이 크지 않았다. 고
인지욕구성향의 사람들은 영상을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탐색하는 과정이 많았다. 반대로 저
인지욕구성향의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하여 영상을
탐색하는 과정 없이 빠르게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두 성향의 사람들 모두 유튜브가 제공하는 채널 중
한정된 채널(부가기능)에서만 활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비디오 에스노그라피

3.3 심층 인터뷰
사용자의 상황 및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1 시간
36 분인 대상자 6 명을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기간은
2019 년 11 월 7 일부터 11 월 12 일 6 일 동안
진행하였다. 다음 표 2 는 유튜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댓글

댓글 경험 및 이유

타 플랫폼

네이버 TV, 넷플릭스, IGTV 시청 경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유튜브가 제공하는 모든 채널(부가기능)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적이 분명한
사용자는 검색 채널을 시작으로 이용하며 시청 시간과
영상 몰입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목적 없이 이용하는 사용자는 추천 받은
콘텐츠 영상을 시작으로 추천 영상 시청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목적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로 섬네일과 영상 제목이 시청 영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예상 시간을 초과하면 추천
시스템의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갇혀 누군가 제어
해주길 원하였다. 추천 서비스의 평가로는 유튜브 이용
초기에 만족도가 높았지만, 유튜브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반복되는
추천 영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추천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사용자도 있었지만, 그 점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청 목적에 따라
영상 콘텐츠의 유입 경로가 각각 달랐으며, 개인
성향에 따라 탐색 과정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질문 리스트이다.
표 2. 유튜브 사용자를 위한 질문 리스트

연구 분석 결과

질의 분류

질문 항목

시청패턴

시청 시간 및 장소

개인화
서비스

사용자주도방식의 개인화 서비스 이용
경험

유튜브
조작

채널(부가기능)영역, 구독, 추천시스템,
메시지, 알림, 최근동영상, 미리보기,
섬네일 등

만족도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의 차이

몰입

영상 시청에 대한 제한 여부

추천서비스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 만족도

영상 길이

영상 길이에 따른 몰입, 집중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인 성향과 개인화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영역에 대해 이해하였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 및 행태를 수집한 후에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nce) 니즈를 발견하였다.
먼저 70 명의 설문조사 결과, 액세스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선호하는 유튜버의 영상 시청 이용, 정보검색,
교육의 목적,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접속하는 사용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튜버가 되기 위한 사용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습관적 이용 부분에서는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몰입의 정도는
감각추구성향의 고-저 집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인지욕구성향의 고-저 집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망각하여 예상
시간보다 초과한 영상을 시청한다고 답했다.
인터페이스 조작 관련 질문에서는 대부분 원하는
방식대로 조작(이용)할 수 있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유튜브가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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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비디오 에스노그라피와
심층 인터뷰에 대한 인사이트는 아래의 표 3 과 같다.

인지하고 있었다. 추천 서비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시청 영상을 고르기 위한
탐색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대부분 정해진 시청 시간을 초과하여
일상에 지장을 많이 받는 사용자이다.
필요한 채널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부가기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표 3. 비디오 에스노그라피와 심층 인터뷰 분석

대상자

내용

U1

교육 학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로
검색 기능을 주로 사용한다. 탐색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원하는 영상을
빠르게 시청한다. 또한, 15 분 이상의
영상은 몰입이 되지 않으며 유튜브 이용
경로 패턴이 짧았고 나머지 모든 채널
(부가기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U2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로 추천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시청
영상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경로와 시간이
소요되며 주로 예상 시간을 초과하여
시청한다. 또한, 가벼운 콘텐츠와 짧은
영상을 선호하며 나머지 모든 채널
(부가기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U3

U4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용자로
시청 영상 선택에 있어 섬네일과 타이틀의
영향을 받는다. 주로 가벼운 영상, 짧은
길이의 영상을 선호한다. 추천 시스템으로
인한 영상의 자극적인 섬네일과 타이틀에
대한 불편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임의로
조작하는 사용자이다. 또한, 인터페이스의
나머지 모든 채널(부가기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여가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며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영상을 찾길
원한다. 또한, 탐색 과정이 필요한 교육
학습이나 정보검색의 창구로 이용하지
않는다. 10 분 이내의 가벼운 영상을
선호하며 정해진 시청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스로 몰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추천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여 선호하지
않았으며, 인터페이스에 대해 복잡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유튜브 모든 채널
(부가기능)에
대해
일부
인지하지
못하였다.

U5

U6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용자이며 다른 영상
콘텐츠 플랫폼과는 달리 유튜브는 가벼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재미나 오락성의 목적으로 시청하며 추천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만 원하지 않는
섬네일과 타이틀을 통해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추천
서비스를 조작하는 사용자이며, 원하는
시청 영상을 탐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상의 길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튜브의 모든
채널(부가기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 총 3 가지 단계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 와 같다.
표 4. 디자인 프로세스 분석 결과

성향분류

고
감각추구
성향
고
인지욕구
성향

이용동기

고
감각추구
성향
저
인지욕구
성향

목적 무
(습관성, 오락성)

몰입

탐색활동

고
인지욕구

저
인지욕구

성향

성향

저
감각추구

저
감각투구

성향

성향

목적 유(정보탐색,
교육학습, 여가목적
등)

몰입 통제에 대한

몰입 통제에 대한

필요욕구 보통

필요욕구 강함

추천
서비스의

탐색활동
원하지

추천
서비스의

탐색활동
원하지

도움

않음

도움

않음

콘텐츠
유입경로

섬네일, 타이틀 영향

채널인식

모든 채널(부가기능)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률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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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galy Csikszentmihalyi 미하이 칙센트의

결론 및 향후 계획

몰입』,https://www.ted.com/talks/mihaly_csiks

본 연구는 유튜브 사용자의 사용 정황을 파악하고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유튜브의 현 시스템인 제공자 주도 방식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유튜브 개인화 서비스에 대해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zentmihalyi_flow_the_secret_to_happiness/trans
cript?language=ko#t-1021454, (TED2004).
3. 양문희, 개인성향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선호도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2011), 230-240.
4. Marvin Zuckerman,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56-98

진행하면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유튜브 몰입 부분에서
높은 점수로 측정되었지만, 비디오 에스노그라피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천 서비스의 유도된 몰입이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5. 임소혜·김은미·함선혜,
이용자의
인지욕구와
감각추구성향이 상호작용성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2(4) (2008), 277-319.

둘째,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모두 추천 서비스가
유튜브 이용 만족도에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하지 못한 알고리즘의 기술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6. 유신정·이연준,
사용자
특성이
개인화
앱(Personalization App)의 사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안드로이드 런처 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48 (2015), 93-

셋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유튜브 인터페이스의
조작 관련 문항에서 개인 성향에 차이 없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모든
기능의 접근성과 인식률이 낮았다는 사실을 알 수

7. 정기재, 모바일 개인화를 위한 진화형 GUI 연구,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5-6.

104.

8. 민경란·류한영, 스마트폰 개인화 인터페이스의
사용 패턴 연구, 한국HCI학회지, (2014), 739742.

있었다.
넷째, 목적이 분명한 사용자는 검색 채널을 시작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부가기능)은 불필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반대로 목적 없이 습관성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추천된 콘텐츠 영상을 통해
유입된 경로로 영상 시청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목적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현재
시점에서
감각추구성향,
인지욕구성향 이외에 더 다양한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향후 더
다양한 성향의 사용자를 조사하여 표본의 크기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여러 목적을 기획하여 그에
따른 테스크(Task) 수행 실험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랙션 요소를 도출하여, 개인화
서비스의 경험적 만족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2019 메조미디어 리서치,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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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lideshare.net/MezzoMedi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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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소비자들이 직접 바르거나 만져보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고 판매 사이트의 상품
소개 이미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를 얻는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정지된
이미지와 달리 마우스 오버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
이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 시 화장품
사이트 이미지를 광고 소구를 통해 유형화하고 그 유형
중에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미지가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크게 네이버 데이터 랩 자료를 통하여 화장품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하나의 대표적인 브랜드, 헤라를
선정하여 처음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버가 되는 gif 실험
자극물을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온라인에서의 소비자들은 기초 화장품의 소구 유형
중에 이성적 소구 유형인 제품 성분형에서 광고 태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화장품 판매
사이트 이미지만을 통한 구매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판매 사이트에서는 기초 화장품은
피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성적 소구유형인 제품
성분을 활용하여 디자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1.1 연구 배경
최근 2019 년 매조 미디어에 조사에 따르면, 다른
매체보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30 대가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화장품 종류 중 21.8%로 스킨과 로션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그림 1 화장품 구입 장소와 종류

또한 오픈 서베이에 따르면(2018), 2016 년에 비해
2017 년에 온라인에서 사용해 보지 않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5.1%로 늘었고 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참고하는 정보에서 가장 큰 것은 후기나 지인의
추천으로부터의 정보를 참조하며, 그 다음으로는 판매
사이트의 후기나, 상품 소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2] 이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바르거나 만져보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고 판매 사이트의 상품 소개 이미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온라인 쇼핑, 기초 화장품, 광고 소구, 구매 의도, 광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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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화장품 온라인 구매 행동과 구매 시 참고 정보

한편 온라인에서 마우스 오버 광고는 인터넷 사용자의
동기 중 교양이나 필요한 전문 지식 등을 구하기 위한
‘정보 이용 동기’ 가 높을수록 제품명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를 얻는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정지된 이미지와 달리 마우스 오버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 이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기초 화장품이
효과적인 광고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 시
화장품 사이트 이미지를 메시지 소구 방식을 통해
유형화하고 그 유형 중에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광고 태도를 보이고, 또한 그것이 구매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온라인 쇼핑 시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일으키는 유형은 무엇인가?

그림 3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소구 유형 분류 유목

<그림 3>에 따르면, 화장품에서 이성적 소구 방법은
제품 성분이나, 제품 성과, 구매 가치,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감성적 소구 방법에서는 개성, 미적
추구, 쾌락성, 기업과 상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을
말한다.[4]
화장품 소구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화장품 이미지를 유형화할 것이다.
2.2 구매 의도
구매 의도란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후 그 브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Makenzie
et al., 1986), 고객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이나 감정 또는 소비
행동의 전과 후에 갖게 되는 내적 반응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변경하려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지 또는 신념이다. (Boulding et al., 1993).
이전에 온라인 화장품 사이트에 마우스 오버 이미지를
통한 구매의도를 연구한 선행 논문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2.3 광고 태도

2. 이론적 배경
2.1 화장품 광고 소구의 정의 및 유형
광고 소구란, 광고에서 추구되는 제품 소구로는 크게 두
가지이며, 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성적 소구는 실질적 혜택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으로
구매 성과, 알맞은 가격, 제품 보증과 구매 안정성 등을
추구하는 반면, 감성적 소구는 재미나 즐거움, 기쁨,
흥분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화장품
광고에서는 주로 기쁨을 추구하는 감성적 소구가
이성적 소구보다 많이 사용되는 실태이다.

광고 태도란 특별히 정한 노출 상황에서 광고의 자극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또는 비호의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으로, 광고에 대한 태도는 광고의
신뢰성, 광고 인지, 광고주에 대한 경향, 분위기 같은
내포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Lutz, 1985), 광고
태도는 광고의 내용과 같은 인지적 반응과 광고를 보는
동안의 소비자의 무드, 감정 등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양윤 등, 2011).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어떠한 광고 소구 유형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광고 태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4 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란 마우스 커서를 그 영역에 얹어 놓으면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표현 요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마우스 오버 광고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존에 배너광고보다는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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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메시지의 전달이 가능하다.
[5]
그리하여, 화장품 사이트에서 제품이 보여지는
영역에서 기존에 이미지보다 마우스 오버 기능이
들어간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및 실험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2018) 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선호도 11.7%로 1 위를 차지한
헤라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조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헤라 스킨·토너 부분에서 ‘셀 에센스’라는

그림 4. 실험 자극물

제품을 선정하였다.

3.3 실험 대상과 자료 수집

3.2 실험 조사 및 자극물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하여 2018~2019 년 인기
브랜드 정보를 추출한 스킨 케어 인기 브랜드 20 순위와
서울시 전자 상거래 센터(2018)에서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평가 5 순위를 함께 화장품 쇼핑몰 브랜드를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화장품 주요
구매자인 20~30 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 년 9 월, 설문지는 총 69 부 배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60 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지고 조사하여 소구 유형을 분류하였다.

3.4 실험 방법

그 결과, 처음 이미지에서는 제품의 패키지의 정면의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마우스 오버를 하였을 때, 이성적
소구형은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면, 제품 성분의 우수성
등이 강조되는 내용인 제품 성분형과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사용법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감성적 소구형은 아름다움이나 성적
매력 또는 젊음 유지 등을 강조하는 내용인 미적

설문 측정 항목은 인구 통계학적 설문(강이주 · 신자빈,
2006), 구매 의도(손지연 · 어숙희, 2008, 김효진 ·
이혜주, 2009), 광고 태도, (기화서, 2001)을
참고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규분포를 확인한 후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3.5 연구 모형 및 가설

추구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모형과 가설은 아래와 같다.

표 1. 실험 조사 결과

처음 이미지

기본형

마우스 오버
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

제품 성분형
사용법형
미적 추구형

그러므로 <그림 4>와 같이 처음 이미지에서 기본형을,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그 이미지에 얹어 놓으면, 이성적
소구형 중 제품 성분형과 사용법, 그리고 감성적 소구형
중 미적 추구형 이미지를 나타나게 하였다.

그림 5. 연구 모형

H1-1: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에 따라 광고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1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H1-2: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에 따라 구매 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3.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에 따른 광고 태도의 차이

4. 연구 결과
4.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2>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81.7%, 남성이 18.3%였으며, 연령별
분포는 20 대가 70.0%로 가장 많았고, 30 대가 3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대학원생이 51.7%로
가장 많았고, 일반 사무직 16.7%, 구직자 16.7%,
기타 11.7%, 판매 서비스직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100 만원 미만 60.0%,
200 만원 이상 30.0%, 100-200 만원 미만 10.0%로
나타났다.
표 2. 인구 통계학적 특성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구분

M

SD

제품 성분형

20

3.83

0.90

사용법형

20

2.49

0.93

미적 추구형

20

3.25

0.73

F

P

scheffe

12.20

0.00

a>b, c>b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에 따른 광고 태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제품 성분형(M=3.83), 사용법형(M=2.49), 미적
추구형(M=3.25)으로 제품 성분형이 광고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사후 검정 실시 결과,
제품 성분형이 사용법형보다 광고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성분형이 미적 추구형보다 광고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고 표현 유형에 따라
광고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1 은
채택되었다.

빈도

비율(%)

여성

49

81.7

남성

11

18.3

20 대

42

70.0

30 대

18

30.0

대학생,대학원생

31

51.7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에 따라 구매 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2 검증 하기 위하여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Shapiro-Wilk p> 0.05 를
만족하여 정규성을 통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표 4> 와 같다.

일반 사무직

10

16.7

표 4. 화장품 광고 소구 유형에 따른 구매 의도의 차이

2

3.3

10

16.7

7

11.7

100 만원 미만

36

60.0

100-200 만원

6

10.0

200 만원 이상

18

30.0

합계

60

100.0

판매 서비스 직
구직자
기타

소득

N

구분

4.3 1-2 가설 검증 결과

N

M

SD

제품 성분형

20

3.05

0.72

사용법형

20

2.60

0.95

미적 추구형

20

2.95

0.99

구분

F

P

1.39

0.26

scheffe

광고 표현 유형에 따른 제품 태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제품 성분형(M=3.05), 사용법형(M=2.60), 미적
추구형(M=2.95)으로 제품 성분형이 구매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사후 검정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광고 표현
유형에 따라 구매 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2 는 기각되었다.

미만

4.2 1-1 가설 검증 결과
‘광고 표현 유형에 따라 광고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1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Kolmogorov-Smirnov
및 Shapiro-Wilk 모두 p> 0.05 를 만족하여 정규성을
통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표 3> 와 같다.

5.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 광고의 메시지 소구
방식이 화장품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태도와 제품을
구매하는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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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잡지와 인터넷에서 화장품 소구 유형은 재미 또는
즐거움, 흥분, 기쁨 등을 추구하는 감성적인 소구 유형이
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은 기초 화장품의 소구 유형 중에 이성적 소구
유형인 제품 성분형이 광고 태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가설 1] 그러므로 판매 사이트에서 기초
화장품은 피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성적 소구
유형인 제품 성분을 활용하여 디자인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화장품 광고 표현 유형에 따라 구매 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가설 2]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실험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마우스 오버를 하는 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그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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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편의에 대해 고려하는 시각도 함께 중요시되고 있다.

요약문
1 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헬스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업무형태에 따라 반려
동물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보호자들을 타깃으로 하여
실생활에서 반려동물의 운동량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UI/UX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웨어러블 플랫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하여 앞으로의 반려동물용 웨
어러블 플랫폼이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도와 공존
을 지향하는 개발로 이어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동적인 행동을 센서로 감지하고 행동이 지속된 시간을 계산하
여 반려동물의 대략적인 활동량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인터렉션 제품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헬스케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반려견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가속도
계센서가 내장된 소형컴퓨터(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였고 마
이크로비트의 LED 를 통해 보호자에게 시각적으로 노출시켰다.
사용성평가를 통해 털 끼임, 반려동물 대상 제품임에도 큰 부피
인 점 등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냅단추를
이용한 소형화된 디지인으로 수정하였다. 추후 반려동물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및 제품 디자인을 보완할 계획이
다.

지난 10 년간 동물병원에 방문한 반려동물 중 과체중 반려
견 비율은 158% 증가했고 과체중 반려묘 비율은 16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2]. 반려동물의 비만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반려인과의 인터렉
션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디자
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커져가는 반려동물의 시장에 따라 인식재고 및 반
려동물과 반려인의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마이크로비트 시스템
2.1 시스템 디자인
반려동물의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가속도계 센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센서가 반려동물의 신체 부
분 중 중심부에 부착 되어야 정확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강아지 컨트롤웨어인 하네스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마이크로비트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휴대
하기 좋다.
2.1.1 디자인 시 고려한 점

주제어
반려동물, 인터렉션 디자인, 헬스케어, 유대감
1.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이유로 국내 전체 가구의 30.9%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2020 년에는 반려동물의 시장규모
가 6 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1]. 이에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수
요가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펫(Pet)과 이코노미
(Economy)의 합성어인 펫코노미(Pet+Economy)라고 불리

처음엔 마이크로비트를 목줄에 부착하거나 벨트에 붙여 발에
채우는 풋벨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하지만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코어 부분에 부착해야 한다는 점과, 부착 했
을 때, 반려동물이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위치가 가슴과 등이
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안정감 있는 부위가 등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하네스에 가방처럼 매는 방식을 선택했
다.
2.2 시스템 개발
2.2.1 개발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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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툴은 자바스크립트와 마이크로비트 블록 코딩을 사용
하였다.
2.2.2 SW 알고리즘

본 시스템은 반려동물의 비만예방을 위하여 운동량을 파악
하고, 그에 따른 간식을 추천하는 반려동물 헬스 케어 서비스이
다. 산책 시간 및 활동량 수치로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건강 관
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주인의 빠르고 간결한 소
통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없이 마이크로비트만으로 활동
량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다.

2.5. 파일롯 스터디
2.5.1 참가자 배경
그림 1. 알고리즘 순서도

참가견 1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포메라
니안, 소
형견

1살

1년

22 세

2.2.3 HW 구성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마이크로비트를 보호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불편함을 주
지 않도록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마이크로비트를 포켓에
넣는 방식을 택하였다. 투명 PVC 를 사용하여 마이크로비트의
LED 가 사용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였다.

포메라
니안, 소
형견

2살

2년

22 세

메인 코드에서는 간식 리스트, 산책 시간 측정 코드 그리고
버튼을 눌러 if 문이 충족될 경우 각각의 함수가 수행되도록 되
어있다. 함수는 총 3 개로 구성되어있다. 시스템 메인 화면 함
수, 산책 시간에 따른 이모티콘 출력 함수, 산책량에 따른 간식
추천 함수로 구성되어있다. 이외에 마이크로비트가 기울임을
감지할 경우 산책 시간이나 산책량을 출력해주는 함수로 되어
있다.

참가견 2

2.5.2 참가자에게 주어진 테스크
아래의 그림 4 의 프로토타입을 반력동물 하네스에 부착해 산
책 후 활동량 측정 및 간식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제품정면

그림 3. 제품후면

하네스의 크기에 따라 제품이 안정감 있게 부착되도록
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스냅 단추를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
다.
2.3 시스템 작동 방법

그림 4. 프로토타입

마이크로비트의 A, B, A+B 세 가지 버튼을 모두 사용하여
기능을 구현한다. A 버튼을 눌렀을 때, 가속도계센서로 활동량
을 측정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이 얼마나 산책을 했는지 마이크
로비트 LED 에 표시한다. B 버튼을 눌렀을 때 산책 시간에 따라
이모티콘을 표시하여 반려동물의 산책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A,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는 활동량에 따른 간
식을 랜덤으로 추천해주고 그 간식의 칼로리를 표기한다. 동시
에 기울임 센서를 이용하였다. 마이크로비트 본체를 오른쪽으
로 기울이면 활동량을 표시, 왼쪽을 기울이면 산책 시간을 표시
한다.
그림 5. 파일롯 스터디 실험 사진

2.4 시스템 특이점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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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파일롯 스터디 결과
프로토타입이 반려동물의 등에서 흘러내려 얼굴 옆으로 떨
어져 보행 시 흔들리면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참가견 2 의 경우 프로토타입을 부착할 대 경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벨크로에 반려동물의 털이 끼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케이스의 개선 및 소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 사용자 실험

본 프로젝트의 사용자 평가는 반려동물에 시제품을 착용해
보고 보호자가 개선할 점을 말해주는 인터뷰 형식이기 때문에
Task 성공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Task 수행 시간은 평균 5~10 분이며, 진행 후 보호자와의 인
터뷰에 사용된 설문지는 안전성, 편의성, 만족감으로 구성되었
다.

2.7. 사용자 평가 결과
2.7.1 task 시행 결과

2.6.1 실험 절차 및 방법
시제품을 반려동물의 하네스에 착용하고 주인의 감독하에
산책 및 운동을 5~10 분동안 진행한다. 진행 전에 측정을 시작
하는 버튼인 마이크로비트 버튼 A 를 누른다. 산책 및 운동 후
시제품을 좌로 기울여서 운동시간, 우로 기울여서 활동량(걸음
수)을 확인한다. 마이크로비트를 흔들어서 반려동물의 활동량
에 따른 간식 추천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인터뷰를 진
행한다.

2.6.2 실험 참가자 인적 배경
참가견 1

제품을 사용하여 반려동물의 운동 시간과 활동량, 즉 움직인
걸음 수를 아래의 표에서 나타낸다.

Index

운동 시간

움직인 걸음 수

참가견 1

10 분 52 초

193 보

참가견 2

15 분 12 초

1000 보

참가견 3

5 분 13 초

73 보

참가견 4

12 분 49 초

212 보

참가견 5

10 분 21 초

167 보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시추

3살

3년

54 세

2.7.2 설문지
본 프로젝트의 사용자 평가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들은
제품의 안전성, 편의성, 만족성을 사용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
였다.

참가견 2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믹스

3살

1년

22 세

안전성에 관련된 문항은 총 3 가지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난 후 반려동물에게 신체훼손이 있는가?”, “산책 시 디바이스가
반려동물의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는가?”, “산책 시 디바이스가
반려동물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가?”로 구성되었다.

참가견 3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푸들

4살

4년

22 세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치와와

5살

5년

22 세

편의성에 관련된 문항은 총 4 가지로 “산책 시 디바이스의 무
게가 반려동물에게 부담이 되는가?”,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를 읽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가?”, “사용자는 디바
이스를 조작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가?”, “디바이스 부착위치
에 흔들림이 있는가?”로 구성되었다. “산책 시 디바이스의 무게
가 반려동물에게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은 반려견의 평
소 산책모습과 비교하여 보호자가 판단하였다.
만족감에 관련된 문항은 총 3 가지로 “산책 후 디바이스가 훼
손되었는가?”, “반려동물과의 산책유도에 도움을 주는가?”,
“반려동물 산책 시 항상 착용하고 싶은가?”로 구성되었다.

참가견 4

참가견 5
견종

나이

키운기간

견주나이

푸들

4살

4년

22 세

다름 그림 5,6,7 은 설문조사 결과이다.

2.6.3 실험 task
보호자가 시제품을 통해 반려동물의 운동량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가, 제품의 부피, 무게 등으로 인해 시제품 착용이
반려동물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가를 알아본다
2.6.4 평가 도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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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책 시간과 반려 동물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헬스 케어에 도움이 되었고 직관적
으로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알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2.7.4 부정적인 결과
반려동물의 산책 시 제품이 크게 흔들렸고 목 뒤에 있던 제
품이 흘러내리면서 반려견의 보행에 불편함을 주었다. 또한 펠
트소재의 케이스가 디바이스를 가려 활동량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2.8.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보완점
디바이스의 안정적인 부착을 위해 케이스를 보완하고 정확
한 헬스 케어를 위해 반려동물들의 개체, 나이, 몸무게의 정보
를 입력하여, 각 개체에 맞춤 활동량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
발할 예정이다.

그림 6. 안전성 결과

3. 결론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인터렉션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
품 및 서비스 디자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은 ‘산책’이라는
상황 속에서 반려인과 좋은 유대를 갖게 되고, 반려인은 반려동
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ICT 융합학부 인간-컴퓨터 시스
템 설계 과목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SW 중심대학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018-0-00192).

그림 7. 편의성 결과

참고 문헌
1. ETI. 펫코노미(Pet + Economy)시대. 집사와 견주가 주목
해야 할 반려동물 IOT기기
https://etinow.me/312.2019.04.18
2.

반려견, 반려묘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비만〮과체중〮〮 ‘반려동
물 비만률 증가’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
-animal/89668

그림8. 만족감 결과

2.7.3 긍정적인 결과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를 읽기에 좋았고, 조
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반려동물과의 산책 자체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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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 향상을 위한 ‘다: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The development of ‘다:담다’ application for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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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위한 변별력 확보에 집중되어 왔다(김신영, 2015).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은

학생의 내적 성장을 위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평가는 어느 순간 무기화 되어 교육의 전반 에 앞세워진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
정보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진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PC 버전과 Mobile app. 이 연동되어
보다 손쉽게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

채 교육의 맹목적 목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계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평가 실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과정 중심 평가’
개념을 도입하고, 평가가 보다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PC 버전에는 평가요소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의 추진력 대비 실행을 위한

설정, 평가내용 수정, 평가결과 다운로드 기능이 있으며,
Mobile app. (교사용)은 QR 코드를 활용한 출석체크,

지원과 전략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과정

퀵메모, 카메라, 녹음, 키워드 입력을 활용한 평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교사가 학생 평가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obile app. (학생용)은 AI
기능을 통하여 교사가 평가한 결과를 가시화된 그래프로
제공해주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개별 맞춤 진학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은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의 틀을 바꾸는 미래 혁신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중심 평가 실행의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지닌
평가관과의 충돌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성적 산출을
위한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홍수향 외, 2017).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시간 부족과 피드백에 무관심한 학교
문화 등을 이유로 과정 중심 평가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정 외, 2019).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론적 정책만을 내세우는 일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키우고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학생 평가, 과정 중심 평가, 핵심
1.2 어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역량 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과정 중심 평가’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이후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학습의

1. 서 론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면적 특성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을

1.1 과정 중심 평가의 정의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각도적으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로(교육부, 2015), 특히 피드백에 초점을 두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교실 수업 개선의
구심점으로 작동될 수 있다. 지금껏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학생을 서열화하고 대학 입시를

1.3 어플리케이션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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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담다’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표 1] 사용환경 별 정보

기능(QR 코드, 퀵메모, 카메라, 녹음, 키워드 입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다면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

AI 기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피드백해줄

사용자

교사

학생

교사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적용은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OS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iOS

Window
MAC

Mobile app.

PC 버전

∙ 시간표/학생/
평가요소
정보 등록

피드백 제공을 통한 학습 지원이라는 과정 중심 평가의
∙ 다양한 기능
(QR 코드,
퀵메모,
카메라,녹음,
키워드 입력)
을 활용한
실시간 학생
평가

궁극적 목적을 충분히 살리고, 기존의 평가 틀을 바꾸는
미래 혁신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

2. 본론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은 4D(D.I.Y, Diversity, Do
write, feedback at once, Deposit)의 네 가지 주요

∙ 평가결과 확인
∙ 이의제기 신청
∙ 개별 맞춤 진학
정보 확인

∙ 핵심역량키워드 정보
매칭
∙ 평가결과
확인 및 수정
∙ 평가결과
다운로드

기능을 중심으로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아래 [그림 1]에는 ‘다:담다’의 전체
transition chart 를, [표 1]에는 사용환경 별 정보를, [표

[표 2] 데이터 저장 수준
구분

2]에는 데이터 저장 수준을 제시하였다.
Mobile
app.

저장되는 정보 수준
교사용

이미지, 텍스트, 음성파일 임시 저장

학생용

(PC 정보로부터 불러옴)
∙ 시간표, 학생 정보

PC

∙ 교사가 평가하여 저장한 이미지,
텍스트, 음성파일
∙ 진학 정보
∙ 핵심역량-키워드 매칭 정보

2.1

D.I.Y

교사는 PC 버전에서 자신의 수업 시간표와 학생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평가요소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다. 이 때 본인이 설정하고 자주 쓰는
평가요소는 ‘키워드 입력’ 기능에 나타나며, 이는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그림 1]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의 transition chart

[그림 2] D.I.Y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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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iversity

② PC 버전(교사용)

교사는 책상에 부착된 QR 코드를 인식하여
출석체크를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고, 다양한 학생 중심

Mobile 을 통해 평가된 자료들은 서버에 누적
저장되고, 교사는 수업 이후 PC 에 저장된 평가

수업의 상황에서 카메라, 녹음, 키워드 입력 기능을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된

활용하여 학생의 다면적 특성으로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AI 기능을 통하여 DB 에 저장된
핵심역량(일반/교과)과 매칭되고, 학생의 강점에
맞는 진학 정보와 매칭된다.
③ Mobile app. (학생용)
학생이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을 Mobile 로 최초
접속하게 되면 자신의 흥미 적성, 직업 가치,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 기록을 가시화된 그래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진로∙진학정보와 학생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평가 결과를 매칭하여 학생 개인 별 맞춤
진학 및 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Diversity 기능

[그림 4] Do write, feedback at once 기능

2.3 Do write, feedback at once

2.4 Deposit

① Mobile app. (교사용)

누적된 학생 평가 자료는 PC 버전을 통하여 수정, 또는

교사가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을 Mobile 로
접속하게 되면 자신의 시간표 화면이 뜨고, 현재
수업을 클릭하면 해당 시간의 학생 명부가 뜨기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도 평가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시간표를 클릭하고 들어갈 수 없다면 바로가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나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연동하여 편리하게 평가 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개별 또는 학생 전체에 대하여 카메라, 녹음,
키워드 입력 결과 중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버튼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 평가를 이루고,
이후 임시보관함에서 교과와 학생을 지정할 수도
있다.

- 51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참고 문헌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김신영. (2015). 교실내 학생평가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257-282.
김유정, 이경건, 홍훈기(2019).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역량에 관한 사례연구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 39(6), 695-706.
홍수향, 장인실, & 김태선. (2017).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한
초등교사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인식.

[그림 5] Deposit 기능

교육과정연구, 35(4), 47-69.
2.5 실제 활용 시나리오
고등학교 과학교사 A 는 월요일 1-3 반 과학실
수업에서 산-염기 중화 반응 실험 활동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K Creative
Challenge Program 2019", funded by SKT.”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수업 시간 중
학생 B 는 다른 학생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토양의
산성화’라는 사회적 문제인식부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실험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이에 교사는 ‘다:담다’
app. (교사용) 을 활용하여 학생 B 의 활동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주도적 실험설계’라는 평가 내용을
기입하였다. 수업 후 교사는 PC 버전 ‘다:담다’에
접속하여 학생 B 에 대한 평가 내용을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염기 중화 실험을 주도적으로 설계함.’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평가 내용은 AI 기능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분류되어 핵심역량 그래프 에
저장되었고, 이러한 역량을 꾸준하게 보여준 학생 B 에게
맞는 대학진학 정보가 매칭되었다. 학생 B 는 ‘다:담다’
app.(학생용)을

통해

자신의

평가결과와

더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다:담다’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의
다면적 특성을 평가하고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여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과
평가가 정체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당 앱이 시발점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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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학부모 참여 제도 도입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 등을 들
수 있다[13]. 또한, LG 유플러스의 스마트폰 원내 촬영
영상 제품 및 "U+Biz LTE 블랙박스 키즈 알리미"
서비스, “유아용 휴대용 레코드” 제품 등의 사회적,
개인적 대응들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응 방안들이 대부분 어린이를 피해자, 보육교사를
가해자라는 전제하에 처벌 및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부모의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써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 상담 실시 등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높게 나타나며,
아동학대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의 성격적
문제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라는 인식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요약문
영유아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해서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해결책과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로 편향되어 있으며 오히려 보육교사의
업무를 가중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은 영유아 보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관찰조사,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의 보육환경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영유아 보육교사 중심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자동화 시스템, 탐색적
연구, 경험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1. 서 론

기존 대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집 문제의 원인을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1.1 연구배경 및 목적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18 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중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3%를 차지하고 있으며[1]
이는 영유아보육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이 0.4%인 점과 대비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7].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도적,
사회/기업적 가혹행위 대응 방안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는 관점에서는 해당 문제가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서비스 인프라 축소 부작용이라고 밝힌다[10].
이는 더 나아가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과중, 시간 외
근무 및 스트레스 유발로 이어진다고 분석된다[1, 8].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들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 ‘스트레스’(14.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의 행위 유형 또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37%) 과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1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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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규정한다[12]. 현재 새로운 서비스 및
시스템을 보육 기관에 도입하여, 영유아보육기관의
운영관리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항의로 인한 직무만족도 저하,
어린이집 교사의 사회적 위상, 어린이집의 조직 특성
및 구조적인 문제[1, 13] 및 훈육과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함[9] 등의 부수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학부모와의 관계, 어린이집 구조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집
교육환경의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보육 기관 관찰조사,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 및 부모와 보육
교직원들 간의 신뢰 구축 및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교육 자료 준비 및 교육 진행 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로는 원아들의 관심과 흥미 유도와 교육 자료 준비,
원아 관찰 및 평가, 부모 상담, 기타 서류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보육 교사용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7], 음악 재생 및 교구 정리 보조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원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전용 로봇 연구가 진행되었다[17]. 부모와
선생님, 원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보조를 시도한
연구들로는 모바일 메신저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부모, 교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식
연구[16], 실시간 생체 정보, 위치 정보, 얼굴인식
기능들을 연계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을 통해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관한 연구[17], 영유아
헬스케어 IoT 사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의
요구사항, 건강, 안전 및 발육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험 알림, 건강 상태, 양육을 위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10] 등이 진행되었다.

2. 문헌 연구
2.1 구조적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영유아
보육환경에서의 정보의 기록,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보육기관 운영관리 문제를 접근하였다.
보육 서비스 공급 당사자인 보육교사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 세 가지 입장을
파악하고 해당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문제
인식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림 1 Ratio of children to staff in pre-primary
education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결방법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인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며

3. 연구방법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으로 평가되지 못한 실정이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에 따르면 교사 대
3~5 세 영유아 비율은 13.6 명이나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는 10 명 이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유아 보조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령별 교사 1 명당 평균 원아 수가 10 명으로
OECD 평균 이하이지만 교사 1 명당 관리하는 원아
수가 최대 20 명(만 4 세 이상 아동)이다. 교사 1 명이
관리하는 원아의 수가 많고 영유아 보조 인력 비율이
낮아 원아의 집중적 케어가 어려운 실정이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 4 명, 보육교사 10 명과 학부모 7 명의 참여를
통해 실시되었다. 원장의 성별은 모두 여자였으며
경력은 7 년에서 15 년 사이 (평균 11 년), 연령대는
30 대에서 50 대로 모두 가정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남성 1 명과
여성 9 명으로 경력은 1 년 미만에서 최대
11 년까지였으며 (평균 5.1 년) 연령은 20 대에서 40 대
사이에 분포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의 경우 사립
어린이집 6 명, 직장 어린이집 3 명, 국공립 어린이집
1 명으로 분포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남성 1 명과 여성
6 명, 자녀의 연령은 최소 9 개월에서 6 세
사이였고(평균 4.7 명), 이용 중인 어린이집 유형은

2.2 보육기관 관리 시스템
영유아보육기관의 운영관리란 영유아보육기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설 관리, 유아
관리, 부모와의 협력, 교육과정, 사무관리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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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어린이집이 3 명,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2 명이었다.

2

스트레스가 보육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유아보육과정에서 정보 생산 및
수집의 주체, 생산되는 정보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보육교사의 정보 기반 업무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보육현장의 유일한 정보 생산자로서 보육교사
보육환경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보육
활동 간 생산되어야 할 정보들은 체온, 출석 여부, 투약
여부와 같은 정형화된 정보부터 원아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같은 비정형
맥락 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육교사에
의해 직접 생산되고 직접 기록이 된다. 보육교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원아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교사의 보육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보육공간에서
생산된 정보들에 대해 보육교사만 그 정보를 요구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경우 아이가 그날
하루를 잘 보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 성장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원아의 신체 상태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진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 중
일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원내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이다. 이처럼 보육 활동
간 보육교사, 학부모, 원내 시스템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정보생산이 요구되지만, 이 정보생산에 대한
책임은 보육교사가 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

첫째. 아동 보육 기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통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교사와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 맥락을 관찰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직장어린이집, 서울 은평구 소재 사립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2, 4].
둘째. 문헌분석, 관찰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수집하고자 재직 보육교사 10 명, 학부모 7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2]. 심층
인터뷰의 세부적 문항은 다음의 표 3 과 같다.
표 1. 심층인터뷰 세부 문항
항목

내용

업무

보육 기관의 하루 일정
원아 관리용 시스템 혹은 디바이스
원아 케어 시 발생하는 고충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

커뮤니케이션

4.2 보육교사의 정보수집간 멀티태스킹의 어려움

교사와 학부모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필요상황

표 2. 인터뷰 및 관찰조사 결과-정보수집 멀티태스킹 관련

커뮤니케이션 방법

P1

아이들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이런(학부모와의 소통)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다른 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진도 찍어야 한다. 따라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사진을
찍어야 할 양도 많고, 사진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잘 나오고 하나는 못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P6

교사 업무 중 가장 힘든 일은, 이들 간의 싸움을
해결해야 할 경우. 5 세 아동들은 갈등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기보다는 선생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은평
어린

잠시라도 공백기가 발생한 경우 선생님 통제
없이는 언제든 아이들 사이의 몸싸움 등,

이집

실랑이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됨.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관한 견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및
개선점

셋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보육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구조적 한계점을
파악하였다[3]. 선행된 문헌분석, 관찰조사, 심층
인터뷰, FGI 를 기반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4. 결과
다수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써 교사
1 인이 관리하는 원아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와
관찰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보육교사들은 원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원아 상태
확인, 위험 요소 인지, 원아 교육, 행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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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하루 생활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원아 각각의
언행을 기억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는 이런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기억하는
유일한 주체로서 커다란 인지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보육교사들의 인지 부담 요인은

보육교사의 해당 원아에 대한 보육 방향 설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스스로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잦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보육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다.

파악하기 위해 맥락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각 원아의 하루를 일일이 파악하기 위해
세밀하고도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로 인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장 선생님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 촬영은 보육교사의 대표적 인지 부담 요인이다.
학부모는 주로 그날의 사진을 통해 아이의 하루에 대해
파악한다. 따라서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사진 공유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부각되는 사진을 보고 싶어 보육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다. 그로 인해 보육교사는 원아의
표정과 구도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촬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각 반에 사진 촬영을 전담하는 보조
교사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 놀이 활동 중간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카메라를 챙겨와서 촬영하여야
한다.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촬영해야
한다. 이때 보육교사는 자신이 어떤 아이를 찍지
않았는지, 각 원아 사진을 골고루 찍었는지 기억해야
하고, 촬영 세션이 끝난 후 놀이 혹은 교육 활동으로
복귀할 때 자신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

사진과 체온 등의 원아 상태에 대한 단편적인 수치
정보는 맥락을 담고 있지 않다. 이때 학부모의 해당
정보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육교사인 P5 의 경우, 수업 활동 중에 촬영한 영아의
사진을 학부모에게 전달할 시, 학부모와 소통 가능한
SNS 를 개설하여, 업로드한 후, 사진을 촬영한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함께 전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 정보의 생산과 기록은 정형화된 단편
정보보다 더 많은 공이 든다. 동시에 여러 업무를 해야
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맥락정보를 여러 원아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것은 보육교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맥락 정보는 대부분 비정형
정보이기 때문에 정형 정보와 달리 어떤 표현과 방식을
통해 기록해야 할지 고민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맥락정보를 중간중간 기록하기를
포기하고 머릿속 기억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인지

개별 아동마다 따로 기억해야 할 사항이 또 다른 기억
부담이 가중 요인이다. 아동의 체질, 질병 유무, 성향
등의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야외활동과 같은 특별활동
특성에 따라 원아별로 보육교사가 주의하고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다. 특정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식사 상황
등에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담이 가중된다.
표 3. 인터뷰 및 관찰조사 결과-맥락 정보 생산 기록 관련

그 외 위험요소로부터 원아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야외활동 시
원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 위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예시 모두 보육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원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한시라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부담이
발생한다.

P3

학부모님들이 코멘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한다. 한 줄을 쓰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아이가 이런 행동을 왜
했을지 분석하면서 이유까지 같이 써줘야 한다.

P5

이렇게 다치는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해 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바로 전화를 드린다. 전후 상황을
모를 때에는 CCTV 를 활용하는데 (...)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상황 대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 설득
수단으로 활용한다. 애들 또한 거짓말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서 그럴 때
유리하게 활용된다.
(학부모 면담은) 한 학기에 면담이 1 번이
있는데, ‘키즈노트’나 문자로 쓰게 되면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퇴근하고 전화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평상시에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간단하게 “잘 지내고 있고, 조금 편식을 조금

4.3 맥락 정보에 대한 생산과 기록에서의 어려움
맥락 정보의 수집 및 전달은 보육교사의 업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맥락 정보란 원생들의 어린이집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로서 특정 사건과
행동의 전후 맥락을 담은 정보, 아이 중심의 현장감
있는 하루 이야기 전달한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우관계, 식사습관, 성장 및 교육 사항 등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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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라고 적어 주신다)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성의 있는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1 정보의 위급정도 분류에 기반한 정보 전달 방식
설계
먼저 보육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각기 그 위급성이
다르다. 위급 정도에 따라 보육교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도와 대처 방법도 달라진다. 이때 낮은 위급
정도에도 보육교사가 과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보육교사는 교육과 놀이에 집중할 수 없다. 따라서
위급 정도에 따라 보육교사가 상태의 심각성을 쉽게
구분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결과 요약
보육현장의 유일한
정보
생산자로서
보육교사

보육교사, 학부모, 원내 시스템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정보생산이
요구되지만, 이 정보생산에 대한
책임은 보육교사가 전적으로
짊어지게 됨.

보육교사의
정보수집간
멀티태스킹의
어려움

사진 촬영, 특정 시간에 약 복용,
알레르기 반응 체크, 야외활동 시
원아의 위치 파악, 위험 행동 조기
발견 등의 정보수집은 모두 보육
업무 수행과 동시에 수집해야
하는 정보로서 보육교사의 인지
부담으로 작용함.

맥락 정보에 대한
생산과 기록에서의
어려움

대부분의 학부모는 아이들의 원내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며 원아들이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그러나 이런
요구를 위한 맥락정보의 생산과
기록은 단편적이면서 정형화된
정보에 비해 더 많은 공이 들어
교사들의 업무부담 요소로
작용함.

예를 들어 체온정보의 경우 정상체온 범주에 있을 때는
일반정보로 보육교사의 집중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를 벗어난 순간 위급정보로 판별하여
보육교사의 정밀한 체온측정 및 응급신고 등의 행위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야외활동 시 각 원아의 위치
정보의 경우도 보육교사가 인지 가능한 안전범위
이내에 있을 때는 위급성이 낮지만, 안전범위 밖으로
나갔을 때 위급정보로서 보육교사의 즉각적인 대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보생산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보육교사가 좀 더 교육과 놀이, 그리고
맥락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5.2 생산된 정보의 통제권은 보육교사에게
시스템이 위급 정도를 분류하고 상시에는 시스템이
정보수집을 전적으로 담당하되 위급 시에는 즉시
보육교사가 정밀한 정보 수집과 전후 맥락을 파악하게
하도록 하였을 때, 만약 상시에 수집된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보육교사 외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될 시 실제론 문제가 없음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시에 수집되는 정보는
단편화된 정보로 맥락정보가 소실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발생한다. 게다가

5. 제언
최근 원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그 결과 보육교사의
업무환경은 악화되었다. 의무화된 점검 사항은 점점
증가하지만, 이 모든 점검 사항을 처리하는 인력은
보육교사 단신에 의존한다. 그로 인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막기 위해
보육교사 중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교사에게 집중된 정보 생산 및 기록, 그리고 기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조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결과 보육교사가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원아 교육 및 놀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중심의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이

이러한 오해와 해명에 대한 책임을 보육교사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화재나 대형사고와 같이 보육교사의 통제
밖의 상황과 보육교사의 통제 아래 있는 상황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정리 및
요약은 보육교사의 검수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맥락정보의 소실로
인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5.3 정보 생산, 분류 및 공유 과정의 일원화 필요
보육교사들은 출석 체크,
“키즈노트(kidsnote)” 등을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기록, 그리고 공유까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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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체온 측정,
위한 정보 생산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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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생산 이후에 필요한 여러 작업이 이중삼중으로
놓여있다. 정보를 많이 생산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으면서 동시에 정보생산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량
증가가 보육교사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예를 들자면, 원아의 하루에 대해 깊이 있는 기록을
위해 많은 사진을 찍고 글로 기록을 남겼을 때, 이를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키즈노트(kidsnote)”에 옮겨
담는 과정에 매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그에
따른 부가적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보 생산 및 기록
그리고 공유 과정에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4. Musante, K., & DeWalt, B. R. (2010).
Participant
observation:
A
guide
for
fieldworkers. Rowman Altamira.
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https://read.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9_f8d7880d-en
6. 고영숙, 이대균. (2018). 아동학대에 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121-145
7. 권현주. (200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 현황과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결론

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본 연구에서는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전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생성 및 관리, 전달
과정에서의 보육환경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는 정보 생산의 유일한 주체이며, 보육교사의
인지적 부담이 따르는 환경에서 정보 생산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생산 및 전달하는 정보의
유형은 정형화된 정보와 달리 맥락 정보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된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보육환경에서 정보의 위급 정도에 따른 전달 방식 분류
및 교사에 대한 정보 통제권 부여, 그리고 정보 생산,
분류 및 공유 과정에서의 일원화를 통한 현재 나타나는
어려움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확장되는
현시점에서 보육교사의 정보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및 시스템 서비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세계일보. [청소년 氣 살리자] '훈육의 매'가 '학대의
매'로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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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m.
10. 신은주, 김호권. (2018). 영유아 대상으로 한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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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제 작동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디지털과 실제 환경에 산재된 도구들로 인해
순환적인 프로토타이핑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만들고
테스트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요약문
움직임과 인터랙션이 있는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는
계산적 사고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오토마타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어렵다.
직관적이지 못한 설계 방법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움직임과
인터랙션의 설계와 제작을 돕는 증강현실 도구를
소개한다. 증강현실 도구는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도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투사되는 정보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하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시 시나리오를 통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초기 개발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한다.

우리는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설계와 제작을
도와주는 디자인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설계
도구를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과
실제
환경을
연결하여
순환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과 인터랙션의 설계를 돕고 실제
환경에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테스트와 제작을 돕는
통합적 디자인 도구를 소개한다. 이 도구는 공간 투사
및 모바일 증강현실을 활용해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제어

2. 관련연구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오토마타, 키네틱 메커니즘,
프로그래밍, STEAM 교육

2.1 움직임 설계를 도와주는 도구
Coros 등은 궤적을 그려서 기구를 생성하는 도구를
제안하였다[2]. 사용자가 원하는 궤적을 그리면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는 링크 메커니즘을 찾아준다.
zhu 등은 3 차원 모델의 움직임을 지정해 메커니즘을
생성해주는 도구를 소개하였다[7]. 실제 움직일
3 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움직임 입력이
가능하다. 이 도구들은 직관적인 움직임 설계를
돕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만 설계를 하는 한계가 있다.

1. 서 론
최근 디자인과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the Arts and Mathematics) 교육
분야에서 계산적 사고를 훈련하기 위한 창작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기구, 모터, 센서 등을
사용해서 캐릭터나 자연환경의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만드는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구, 프레임 설계, 전자 부품,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교육하기에 적합하다[1].

2.2 인터랙션 설계를 도와주는 도구
Scratch
[4]는
블록
기반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orn
&Jacob 은 실제 블록을 활용해 탠저블(tangible)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3].
기존 연구들은 초보자들이 인터랙션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프로그래밍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탐색하고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설계
도구의 저작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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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통합환경 연구
Mixfab [6]은 제작환경에서 제스쳐나 실제 물체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정적인 물체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인터랙션 시뮬레이션에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련 연구 사례가 있지만[5], 본
연구는 설계와 제작과정에 증강현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3.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증강현실 도구

제작을

돕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증강 현실 작업
환경과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로 2 차원적인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우스나 키보드 대신에 손으로 직접 원하는
움직임을 입력할 수 있고 텍스트 프로그래밍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실제 센서 값을 받아 인터랙션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터로 투사되는 시각
정보로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스케일로 작업환경 위에
가이드를 제공하여 제작 과정을 돕는다 (그림 1).

그림 1 증강현실 도구의 사용 모습(a) 및 구성요소(b-f).

3.2 시스템 사용 시나리오
이 도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오토마타 제작의
대표 시나리오는 크게 3 단계인 아이디어 구상 (STEP
1), 설계 및 시뮬레이션 (STEP 2-5), 제작 (STEP
6)으로 나누어진다. 아래는 사용자가 가까이 가면
서핑 보드와 물고기가 움직이고 바람을 불면 속도가
빨라지는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제작 시나리오다.

3.1 시스템 구성 요소
증강현실 시스템은 시각 정보를 투사하기 위한
프로젝터와 구성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센서, 모터와 시스템을
연결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기이며 여러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a). AR 페이퍼에는
그림을 그린 후 사용자가 직접 움직임을 입력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AR 마커가 있다 (그림 1-b).
센서와 모터는 증강현실 공간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AR 마커를 사용하였으며 AR 마커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랙션 설계에도 활용이 된다
(그림 1-c). 센서와 모터는 조립하기 쉽도록 모듈
형태로 제작되었다. 프로토타이핑 보드는 센서와
모터를 연결하여 작동시키고 서버와 통신하여 센서
값과 설계된 인터랙션의 코드를 주고 받는다 (그림
1-d). 링크 메커니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조인트,
빨대, 연결 부품으로 제작 키트를 구성하였고 (그림
1-e), 쉽게 구멍을 뚫어 센서와 모터를 조립하고
층층이 쌓을 수 있도록 폼포드로 조립용 판을
만들었다 (그림 1-f). 전체 시스템은 JavaScript 를
사용해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 되었으며
Node.js 서버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다

STEP 1: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구성요소, 움직임,
인터랙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그림 2). 두
가지의 움직임과 두 개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인터랙티브 오토마타의 아이디어를 구상한 모습

STEP 2: 스마트폰으로 모터 AR 마커를 선택하면
움직임 입력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다 (그림 3).
Start 버튼을 누른 뒤 AR 페이퍼를 움직이면
움직임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림 4-a). End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움직임과 같은 궤적을 가지는 링크
메커니즘이 생성된다 (그림 4-b). 생성된 링크
메커니즘은 선택한 모터 AR 마커를 따라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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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패널에서 모터 AR 마커를 선택하면 b) 움직임
입력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난다.

그림 7 인터랙션 설계를 위해 a) 새로운 룰을 추가하고 b)
사용할 센서와 모터를 등록한다.

그림 4 a) 움직임을 입력한 뒤 End 버튼을 누르면, b)
입력한 움직임에 따라 링크 메커니즘이 생성된다.

그림 8 a)인터랙션을 설계하는 스마트폰 화면, b)새로
생성된 인터랙션의 AR 마커.

STEP 3: 사용할 센서 모듈에 AR 마커를 조립하고
스마트폰으로 센서의 종류를 정한다 (그림 5). 센서를
프로토타이핑 보드에 연결하면 해당 센서의 AR 마커
위에 센서 값이 표시되어 실시간으로 센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STEP 5: 실제 센서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AR 마커를 움직여 센서와 모터의 배치를 바꿀 수
있다. 시뮬레이션 후 STEP 2-4 단계를 반복해가면서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를 완성시킨다.
STEP 6: 1:1 스케일로 투사되는 제작 가이드를
통해 제작을 할 수 있다. 조립용 판에는 구멍을 뚫고
빨대는 길이를 맞춰 자른다 (그림 9). 제작가이드를
보면서 알맞은 위치에 부품 구멍을 뚫고 조립하여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를 완성 시킨다 (그림 10).
완성된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는 그림 11 과 같다.

그림 5 센서 사용을 위해 a) 센서 AR 마커를 센서 모듈에
조립하고 b) 스마트폰으로 센서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 9 투사된 제작 가이드.

그림 6 a) 센서를 프로토타이핑 보드에 연결하면 b)
작업환경에서 센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STEP 4: 스마트폰으로 인터랙션을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룰을 추가하고 사용할 센서와 모터의
AR 마커를 선택해 추가한다 (그림 7). 센서의 입력
창을 선택하면 실제 센서 값이 입력이 된다 (그림 8a). 모터의 경우 구동 방향을 정하고 1-100 사이의
값을 속력으로 입력한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프로토타이핑 보드에 전송되며 AR 마커가
증강현실에 나타난다 (그림 8-b). 인터랙션 수정은
투사된 AR 마커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림 10 폼보드로 층층이 쌓아 구성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
아래 층부터 a)모터, 프로토타이핑 보드, b) 링크, c) 그림,
센서 d)배경 순서대로 증강된 가이드와 함께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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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증강현실 도구의 역할을
규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사용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개발한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키트를
만들어
보급한다면
인터랙티브
오토마타를
제작하면서 창의적, 계산적 사고를 교육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시켜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토타이핑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완성된 인터랙티브 오토마타. 사운드 센서에
바람을 불면 인터랙티브 오토마타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4. 논의
키보드와 마우스 대신에 실제 움직일 대상이나
부품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는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작업환경 위에서
움직임과 인터랙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움직임은 그림을 직접 움직여 설계하고, 인터랙션을
실제 센서를 사용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 새로운 설계 도구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짧은 시간에
디자인을 탐색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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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customized for each learner but instead are
completely static. Because the situation and

Abstract
Software tutorial videos provide more detailed
explanations than ordinary text-based tutorials as
they contain much more visual information and
can also express continuous information. However,
despite the advantages of tutorial videos, people

requirement will be different for all learners, it is
difficult for the content creator to consider all
possibilities and cover all cases with one video.
In this research, we analyze in depth the factors
that influence how well users understand a video
tutorial and succeed in following it. We perform
studies using Photoshop tutorials with 16
participants. We identify that there are generally
four possible sources that raise confusion and
difficulties when following the software tutorial
videos: the user, the software (Photoshop), the

often aren’t able to correctly follow the task shown
in tutorials. In this research, we perform studies
using Photoshop tutorial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ow well a viewer can follow the
tutorial video. Our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generally four possible sources that affect the
understanding of the tutorial: the user, the
software (Photoshop), the tutorial,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tutorial.

tutorial,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tutorial.

Keyword

2. Related Work

Tutorial video; Video interaction

2.1 Text, Image and Video-based Tutorials
Previous research has introduced a wide range of
systems to improve online text or image-based
tutorials. A number of approaches incorporated
users’ input on a tutorial by integrating community
feedback [4] or automatically tracking users’ traces

1. Introduction
Many people get help from tutorials to complete
tasks. These tutorials range from ‘how to cook a
chocolate chip cookies’ to ‘how to remove an
object from an image using Photoshop’. Tutorials
provide procedural steps involved in the complex
tasks.
Compared to text-based tutorials, video tutorials
have an extra dimension of visualization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provide much more descriptive
explanations [8, 15]. For example, by watching

when following a tutorial [1]. Other approaches
enabled users to utilize the tutorials in more
effective ways such as by analyzing multiple

how-to videos to learn cooking, one can gain
details that would not be available in text-based
recipes. For such reasons, video tutorials have been
watched by a great number of people [8, 13].
However, there are still cases where people try to
follow a tutorial video but fail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task [9, 13]. This can be due to many
factors such as the speed and quality of
explanation that ultimately influence how well the
viewer understands it. Online video tutorials are

videos, where people benefit from detailed visual
information. Researchers have introduced a
number of approaches to improve the video

tutorials to support browsing of tutorials [3, 16] or
embedding users’ images in tutorials [2].
Nowadays, the form of tutorials has evolved to

tutorials such as labeling each step of how-to
videos [5] or enabling various interaction
techniques when navigating through videos [6].
Our work aims to understand the unique
challenges that occur in following video tutorials,
which provide benefits over text or image-based
tutorials but also difficultie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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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used and each video was assigned to 8 users
respectively [Table 2].
Participants were given about 45 minutes to follow
the tutorial. They were encouraged to speak aloud
their thoughts on how they perceive and follow the
tutorial during the session, especially when they
apply what they just saw from the tutorial.
Participants’ screens were recorded and a researcher
took down notes on what they said. Once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tutorial or the time went
over 45 minutes, we did an interview for 15 minutes
about their overall experience of the task and how
we could improve the tutorial itself. Participants
were compensated with \10,000 for their
participation.

2.2 Software Tutorial Videos
Video demonstrations of software are popular
sources of help [8, 13] as they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input and mouse movements in
complex software. There have been efforts to make
software tutorial videos more interactive by making
videos responsive to users’ click on the video [7],
automatically pausing and playing the video in
response to users’ actions on applications [8], and
identifying UI elements in videos so that users can
directly interact with them [11]. Some approaches
captured demonstrations of the community to
provide alternative ways of completing tasks [12]
and to recommend workflows [10]. Researchers
also have explored ways to improve the use of
videos, such as contextually presenting appropriate
videos to reduce the loads of navigation [14] or
segmenting screen-capture videos into steps using
application commands and input events [15]. We
aim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that occur in
following software tutorial videos and thus provide
insights for a better interface and design of the
tutorial system.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OS

Version

3. Study Design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how well
learners follow a video tutorial, we recruited 16
participants and observed their behavior when
following a Photoshop tutorial. Participants ranged
from the age of 20 to 40 and with diverse levels of
background knowledge of Photoshop [Table 1].
We first conducted a survey to collect their

Novice
(12)

Intermediate
(4)

Windows

9

2

macOS

3

2

Photoshop
CC 2017

9

3

Photoshop
CC 2018

1

1

Photoshop

2

0

English

6

2

Korean

6

2

CS6
Language
setting

Table 2. Information of videos used in the study

personal factors.
Personal factors include:
• OS of the device used
• Photoshop version
• language setting of Photoshop
• proficiency in Photoshop

Video 1 (v1)

Video 2 (v2)

OS /
Version

Windows /
Not found

macOS /
Photoshop CC
2014

Language
setting

English

English

Length

5m 52s

4m 52s

Outcome

Based on the survey, we separated th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novice (12) and intermediate (4)
users. This was based on their self-reports on their
proficiency as well as how often they use
Photoshop and 4 other questions related to
Photoshop functionalities. Then, each participant
was given a video tutorial of Photoshop which
applies an effect on an image. Two different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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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emark

Link

Watercolor
painting effect

Double
exposure effect

Visual
information on

Descriptive
audio

keystrokes

explanation

youtu.be/zJ8R3e
gJ_84

youtu.be/MbfQXCCXgM

4. Results
Participants generated diverse outcomes with
varying time [Table 3]. For the first tutorial, 4 out
of 8 successfully finished tutorial, while 6 out of 8
finished the second tutorial.

Figure 1 Sources where confusion occurs

Table 3. Diverse outcomes with varying time

Success

4.1 Tutorials
Visual
Software like Photoshop or Premiere Pro has lots of
icons and menus in them. However, because
software tutorials often capture the whole screen, it
is unlikely that small text or icons in it are visible
clearly. We found that users often wanted parts of
the screen to be enlarged in cases such as when
clicking icons or menus, or typing a parameter
value. Subtitles could be an additional aid here.

Failure

v1

31m 07s

Over 45m

Also, there are many important features in the
borders of software such as the top menus or icons
at the bottom. However, video interfaces like titles
or the progress bar often hide them so that users
are not able to identify the important features well.

v2

There were many variations in the performance of

Explanation
There were some contents that were not explained
by the creators of the tutorials. These include
factual contents like the shortcuts they used or their

the participants: the outcome they produced, the
time taken, and whether succeed in following the
tutorial. By analyzing the screen recordings, the

customized setting, and also explanatory
descriptions like how to fill the background with
white.

notes taken during the session and the interviews, we
could see that there were 4 main sources where
confusion could occur: Tutorial, User, Software,
and Interaction [Figure 1].

Users also pointed out that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each step made them confused. Being not

18m 48s

Over 45m

aware of the purpose of each step made it harder
for them to find alternative ways. Users wanted to
know what the subgoal of each step was as well as
exactly where they are at in the whole process.

- 533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different ways to execute a function. In the study,
OS difference was a problem when an author of
the tutorial used shortcut keys by telling which
keys they used. For example, “command and click”
only works on macOS while it should be done with
“ctrl and click” in Windows.

4.2 User
Behavior
Users sometimes behaved differently to the tutorial
without knowing it. They skipped some parts,
usually the fast parts, and didn’t know what caused
problems. Also, they were unlikely to notice small
differences such as the order of layers or
lock/visible options of layer, which made them
think that something else has caused a problem.

Version
Usually, a different version of the software has a
different user interface or different functionalities.
In the study, there was a case where a different
version had a different interface. When customizing
brush setting, the initial way the brush is shown
and the menus of setting were different [Table 6].

Background knowledge
Creators of the tutorial sometimes assume that
users know something. However, the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or basic concepts makes it
hard for users to understand the task and figure
out what caused the problem. Users often wanted
more information about basic concepts such
as what a layer is or what a particular function
does.

Language setting
The difference in the language setting was a big
problem for the users. When the language of the
software in the tutorial is different from the
language in the users’ software, they tended to map
the menus by their position but this didn’t work in
some cases. Some menus were sorted in
alphabetical order, so then users tried to find the
most similar word, but some of them struggled to
translate and find the most appropriate word. Then
they searched for it on the internet or used a
dictionary. However, there were still cases where
users felt that the translated word was awkward.

Table 5. Results of users with their success status

success

failure

Novice (12)

6

6

Intermediate (4)

4

0

Not surprisingly, intermediate users were all able to
succeed, while half of the novice users failed in
following the tutorial completely [Table 5]. This
shows that prior or background knowledge
influences how well one follows a tutorial.

Table 6. Version difference makes UI difference

Photoshop CC 2017
(Windows)

The above points – Behavior and Background
knowledge of users – can be considered as a
problem of tutorials (4.1), since lack of information
in tutorials can lead to users’ misbehavior and
misunderstanding. However, instead of
distinguishing users’ points from tutorials’ points,
we examine how difference in users’ behavior and
background knowledge can affect how well they
follow the tutorials.
4.3 Software
OS
Tutorials often cover only certain operating systems
(OS), while users watching the tutorial might use
different types of OS. Different OS can have a
different user interface of the software as well as

Photoshop CC 2018
(Windows)

Table 7. Different language setting has an inconsistent
position rationale

English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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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nteraction
Types of information from video tutorials
Video tutorial has many types of information such
as subtitles, audio explanation, visual cues, and
mouse track. Users felt looking at all information
simultaneously was difficult. At the same time, they
also felt that subtitles and audio explanations are
both needed. They preferred audio for some
explanations like what/why we are doing, and
subtitles for key information.
Applying tutorial to software
Users had to apply what they learn from the
tutorial to the actual software they are using. In
this process, they found switching between the
video tutorial and Photoshop inconvenient. Some
of them opened two windows in one screen while
others opened them at two separate screens. They
felt there were too many pauses and plays
interaction. Also, users using separate screens
sometimes forgot what they just saw so that they
had to replay the same part many times.

5. Discussion & Conclusion
We have analyzed in detail the factors that
influence how well users follow a video tutorial:
Tutorial, User, Software, and Interaction. With the
identified facto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could come up with a design that tackles the
source(s) of confusion. For example, a ‘Video Tree’
can be suggested, which is a system where the
video tutorial is segmented into a sequence of steps
and users can mark confusion point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explanations in each
segmented video. This approach can improve the
explanation part in Tutorial as well as the
Background knowledge part in User. Other factors
that are mentioned in this study could also be
considered. A new design to tackle the problem of
language differences in tutorials or a new interface

[Table 7] shows an example of the inconsistency in
translating words. In the blue box in the first row,
the position of each menu item is maintained when
the items are translated, while in the red box the
items are in alphabetical order and so their Korean
counterparts changed positions to maintain the
Korean alphabetical order. However, in the second
row, while the names of brushes are in alphabetical
order in English, their positions remain the same
after they are translated into Korean.
Customized setting
Customized settings of the user interface or
shortcuts might also cause conflicts when following
tutorials. If there are any customized settings in the
software used, users should be aware of those

that supports better interactions between the user
and the tutorial can be proposed.

settings and see if there are any conflicts between
their settings and the tutorials. Customized setting
of the tutorial itself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users should know, which is mentioned in
Tutorial-Explanation.

Because there still exist lots of limita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video tutorials, we believe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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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olving each of the challenges will be
meaningful for the improvement of human-video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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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피커 보유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 년 보유
가구 수가 1300 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2].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쇼핑이 전세계적으로

나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음성 쇼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음식 배달

스마트

스피커는

쇼핑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Capgemini 는 현재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들이 전체 소비 중 3%를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소비하지만, 3 년 후에는 18% 로

주문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배달 주문 서비스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본 연구를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3].

알아보았다.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쇼핑에서 특히 ‘음식’
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컨설팅업체 PWC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연구를 위해 해외의 기존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및
국내 배달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구조를 참고하여,
실험용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소비자는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음식, 식료품,
책, 홈케어 아이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음식’ 이 34%로 가장 비중이 높다[4].

Wizard of OZ 방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디자인의 문제점 및 개선

국내에서도 배달시장이 급속하게 성장[5]하면서,

방향을 도출했다.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배달 주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 클로바는 ‘배달의민족’ 과

또한 음성배달주문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셀프
다이얼로그를

제휴하여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6]. KT
기가지니는 롯데리아와 연계하여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

수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음성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의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는 메뉴 등의
탐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스마트
TV 등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주로 사용하여 음성은

주제어
Voice

User

Interface,

대화디자인,

배달주문,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 등 제한적인 기능만을

음성쇼핑, 스마트스피커, Wizard of OZ, 초개인화

제공하고 있다.

1. 서 론

국내의 경우 제공되는 기능이 한정적이다. AI 의

이렇듯 음성 배달주문이 서비스화되고 있으나
발달로 개인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1.1. 연구배경 및 목적

배달주문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마트 스피커를 다양한

무엇인지,
이를
반영한
서비스는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았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analys 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가 2019 년 전세계에 약 2 억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1]. 또한 국내에서도 스마트

- 537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표 1. 음성 배달주문 발화문 예시

2. 프로토타입 디자인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3 단계의 과정 (해외 음성 배달 주문 사례 벤치마킹,
국내 배달앱 주문 과정 참고, 구글 대화디자인

의도

유저 발화

어시스턴트 발화

음식점

가까운 치킨집

근처에는, 노랑통닭,

탐색

알려줘

강호동치킨 육칠팔, 생활맥주,
등이 있습니다. 어느 곳의
메뉴를 알려드릴까요?

배달료

{노랑통닭}
배달료 알려줘

노랑통닭 배달팁은,
1000 원이며, 최소주문금액은,
16000 원입니다.

가이드에 기반한 발화문 수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2.1 해외 음성 배달주문 사례 벤치마킹
국내의 경우 스마트 스피커 클로바, NUGU(누구),
기가지니 등이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용

메뉴탐색 {노랑통닭} 메뉴 노랑통닭의 메뉴는, 크게,

발화문 제작을 위해 미국의 음성 배달주문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알려줘
{노랑통닭}에서
치킨 시켜줘

미국의 도미노피자는 스마트 스피커 Alexa 와
연계하여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빠른 주문(Quick order), 최근 주문(Recent order),

장바구니 장바구니
확인
확인해줘 /
알려줘

주문 추적(Track my order) 세 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유저가 음성을 이용해 간편하고 빠른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메뉴 탐색 기능은

대표메뉴, 신메뉴, 통닭메뉴,
반반메뉴, 사이드메뉴,
주류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원하세요?
현재 장바구니 가격은
간장바베큐치킨, 20000 원,
콜라 1.25L 1500 원, 배달료
1000 원이 추가되어 총
22500 원입니다. 주문
접수하시겠어요?

제공되지 않는다[8].
배송추적 치킨 언제와?

Food Monkey 는 스마트 스피커 Alexa 와 Google
Home 과 연계하여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배달원 위치는 XXX 로
약 5 분 후에 배달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하여, 지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메뉴나 옵션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주문 수정 및 취소 기능도 제공된다[9].

3. WIZARD OF OZ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미노피자에서 제공하는 주문

실험은 스마트 스피커 사용경험이 있는 10 명을

추적(Track my order) 기능과, Food Monkey 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식당검색, 메뉴 탐색, 옵션 선택,

대상으로,
제작한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문수정 및 취소 기능을 발화문에 추가하였다.

테스트는 사용자가 직접 음성 주문 과정을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체험해보는 Wizard of OZ[12],

2.2 국내 배달앱 주문과정 참고

디자인 평가 설문, 주문 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의
3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본 실험 구성을 위해

국내 사용자에게 익숙한 주문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달어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
요기요,
[10]의

주문과정을

추가로

사용되는
배달통)

참고했다.

김정현(2019)의 ‘대화형 에이전트의 추천 전략이
음성쇼핑경험에
참고했다[13].

이들

배달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6 단계의 순서(음식
카테고리 탐색, 음식점탐색, 메뉴탐색, 장바구니 추가
참고하여,

프로토타입용

영향에

관한

연구’를

3.1 참여자

및 수정, 결제 및 주문완료, 주문 추적)를 따르고
있었다. 이를
디자인하였다.

미치는

실험 참여자는 2-30 대 남여 10 명으로, 배달앱 사용

발화문을

경험이 있었다.(사용경험 5 회 이상: 8 명, 사용경험
5 회 미만: 2 명)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마트

2.3 구글 대화디자인 가이드에 기반한 발화문
수정

스피커가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 따라 스마트
스피커 사용 경험은 있지만 사용빈도는 낮았다.
(한달에 1 번 미만: 5 명, 한달에 1 번 이상: 4 명,

디자인한 발화문을 구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디자인 지침인 구글 대화디자인 가이드[11]를

일주일에 5 번 이상: 1 명)
3.2 Wizard of OZ 실험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실험에서
사용될 음성 배달주문 발화문을 완성하였다<표 1>.

3.2.1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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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진리관 B 313 호실

설문 문항 답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평소

사용성평가룸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배달주문과 관련된 생각,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에 기대하는 바를 조사하는

스피커를 제어하는 2 명의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실험 기록관으로 소개하였고 1 명의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실험 과정을 설명하며 전체적인 실험

참여자의 솔직한 감상과 구체적인 개선 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진행을 도왔다.
3.2.2 기기 준비 및 설치

4. 셀프 다이얼로그 수집

스마트 스피커 디바이스는 네이버에서 출시된

Wizard of Oz 실험을 통해, 배달 주문 서비스
프로토타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프렌즈 미니 미니언즈를 사용했다. PC 에 기록된
대화 스크립트를 출력하기 위해 PC 와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하였고
네이버
웨일(Whale)

실험과정에서 실험 참여자는 사전에 정해진 대화
흐름을 따라야 했고, 이로 인해 실험 참여자의
구체적인 니즈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브라우저의 텍스트 음성듣기 기능(TTS)으로 음성을
출력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 스피커

3.2.3 실험 시나리오 및 사전안내

배달주문 상황을 가정하여
다이얼로그를
수집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는 배달주문을 완료하기 위한 주요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음식 탐색과
주문에 집중된 실험을 위해 배송지와 결제 수단은

참가자들의 셀프
셀프다이얼로그는

사용자의 발화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Bill Byrne et
al. 이 사용한 연구방법[14]을 참고하였다.

미리 설정하였고 스피커를 호출하기 위한 트리거와

셀프다이얼로그

함께 사전에 안내했다. 사전 안내와 시나리오는
<그림 1>과 같다.

배달주문

수집

상황에서

시,

참여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음성

스피커-사용자

발화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술적인
제약은 없는 것을 전제했다.

<실험 사전안내>
A. 스피커를 호출하기 위해 “미니야, 배달앱 열어줘”하고
불러주세요
B. 배송지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진리관 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C. 결제 카드는 ‘신한카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셀프 다이얼로그 수집을 위해 Google Form 을
사용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참여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52

건의

셀프

다이얼로그를 수집하였다<그림 2>.

<치킨주문 시나리오>
- 아래의 발화 중 하나를 선택해 주문을 시작해주세요.
“치킨” “치킨집 알려줘” “주변 치킨집 알려줘” “가까운 치킨집
알려줘” ,“인기 있는 치킨집 알려줘” “주문 많은 치킨집 알려줘”
“맛있는 치킨집 알려줘” “리뷰 좋은 치킨집 알려줘”
- 스피커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메뉴를 주문해주세요.
- 스피커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음료와 사이드메뉴, 소스 등을
추가로 주문해보세요.
- 스피커의 안내에 따라 사장님이나 배달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 주문을 완료해주세요.
<배송 추적 시나리오>
- 아래의 발화 중 하나를 선택해 배달이 언제쯤 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배달 언제쯤 와?” “치킨 언제와?”

D10
나: 빅스비~ 빅스비
빅스비: 네 부르셨어요?
나: 근처에 샐러드 배달 되는 곳 검색해줘
빅스비 : 1km 이내에 00 샐러드가 있네요
나: 00 샐러드에 채식주의자용 메뉴가 있는지 알아봐줘
빅스비: 네, 채식자용 메뉴는 000 샐러드, 000 샐러드가 있어요.
나: 000 샐러드로 우리집에 배달 주문 넣어줄래?
빅스비: 네, 000 샐러드로 배달주문을 넣을게요. 삼성페이로
이용할까요?
나: 응 그렇게 해줘
빅스비: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20 분이내에 배달이 올
예정이에요.
나: 고마워
빅스비: 천만에요.

그림 1. 실험사전 안내 및 시나리오

그림 2. 셀프 다이얼로그 사례

3.3 설문조사 및 인터뷰
Wizard of OZ 를 마친 후 사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1:1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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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및 디자인 제안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느꼈다. 또한

Wizard of OZ 실험을 통해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궁금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을 힘들어
했다.

프로토타입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표 2>와 같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치킨메뉴 사이드 메뉴 같은 것도 다 제공하지 못하고 인기 있는
몇 개만 알려주고, 각각에 대한 가격도 주문을 하기 직전에만 잠깐
알려주고, 메뉴 고르는 과정에서 모르잖아요.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 것 같지 않았어요.”(P3)

표 2.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 문제점
시각요소의

음식 맛, 형태를 알기 어려운 음성적 한계

“필요한 정보도 있긴 한데, 별로 안 궁금한 것도 들리니까..”(P7)

부재
기억의 어려움

다양한 메뉴명을 듣고 기억하여 골라야
하는 과정의 어려움

한정된 정보

배달앱에서

어려운 컨트롤

인내심

얻을

수

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할인여부, 맛, 배달시간, 리뷰수, 평점 등 중요하게

다양한

정보(쿠폰 혜택 등)를 습득하는데 한계

여기는 정보의 기준이 다르다.

원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기 어려움.
효율적이지 못한 단계적 절차

정보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필터기능을 제공할 수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문 시작 전에 필요한
있다(그림 3).

스피커의 발화를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

V: 메뉴를 정하실 때 어떤 정보를 위주로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별점, 할인, 평점, 배달 팁입니다.
U: 별점과 할인정보 위주로 알려줘
…
U: 치킨집 추천해줘
V: 별점이 5 점이고, 현재 신제품 할인행사중인 ‘수원왕갈비통닭’
추천드려요. 메뉴를 알려드릴까요?

또한 셀프 다이얼로그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스마트
스피커에게 기대하는 음성 배달주문의 모습을
알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음성 배달주문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 배달
주문
서비스의
제시하였다(표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그림 3. 필터기능 예시

5.2 리뷰 참고

표 3. 사용자 니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배달 주문 이용자들은, 평소 배달음식 주문 시

사용자 니즈

디자인 가이드라인

리뷰를

정보의 선택

주문 시작 전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필터 제공

리뷰 참고

리뷰를 간단한 단어 및 빈도로 표시

스피커에서는 한정된 발화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뷰를 참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시각요소의
보완

필요 서비스로

앱결제,

연결

어플리케이션 연결

직관적 사용자
컨트롤
친근한 대화
나에게
최적화된 추천

길찾기

등

하지만

“리뷰..리뷰를 제일 많이 읽는 거 같고.., 리뷰를 열심히 읽어요...
(중략)...쿠폰이나 리뷰… 별점 말고 좀 리뷰에 대한 내용. 양이
많아요. 배달이 빨리 와요. 그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P5)

결제정보, 배송지 정보 사전 입력
전화연결,

많았다.

“제가 배달 앱을 쓸 때 보통 많이 보는게 리뷰여가지고 리뷰를 좀
여러 개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주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P10)

다양한 형용사를 활용하여 맛, 형태, 식감
등을 표현
기존 주문내역에 기반한 빠른 주문

경우가

있었다.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

간단하고 빠른
주문

참고하는

외부

원하는 매장 및 메뉴를 직접 검색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뷰를 간단한 단어 및
빈도수로 표시하여, 리뷰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간적이고 친근한 대화경험 제공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그림 4).

원하는 페이지 직관적으로 기억하고 갈

외부환경에 맞는 추천
U: 맛이 깔끔한 곳 추천해줘.
V: ‘하늘 칼국수’의 리뷰에 ‘맛이 깔끔한’이 26 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늘 칼국수의 메뉴를 알려드릴까요?

실시간 사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
유저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추천

5.1 정보의 선택
U: 리뷰 괜찮은 맛집 알려줘.
V: ‘디디치킨’ 의 리뷰가 좋습니다. 리뷰 중 빈도가 높은 단어는
‘가성비 좋은’으로 26 번 언급되었습니다.

Wizard of OZ 결과, 사용자들은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음성 배달주문 서비스에서 메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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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리뷰 예시

말하였다.

5.3 시각요소의 보완

제가 시간이 부족할 때,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딴짓을 할 때
사용하는거잖아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보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점에서
반반이어서.. 3 점이라고 했어요.(P7)

사용자들은 시각적으로 사진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배달앱과는 달리, 음성스피커에서는 나열된 메뉴를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메뉴명을 기억하거나 메뉴를
비교하고, 메뉴를 상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멀티 테스킹하는걸 좋아해서. 핸드폰이나 다른걸 하면서 말로
주문할 거 같아요. 이미 뭘 시켜야 하는지 아니까…” (P6)

"확실히 시각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메뉴를 들으면
어떤 메뉴를 고를 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 속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뭐 10 개 있으면
그거 고를 때 이제 머리 속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들어야 될 것 같고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아요."(P10)

D6
주문자: 스피커야 파파존스에서 피자 좀 시켜줘~
스피커: 어떤 피자를 시킬까요?
주문자: 지난번에 시켰던거랑 똑같이
스피커: 네 지난번처럼 슈퍼파파스 라지에 오븐파스타 시킬게요.

"사실 스피커니까 상상이 안되서 가장 안전한 메뉴를 골랐어요.
…(중략)… 이게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 그림의 튀김은 이런 모양에
양념치킨은 이런 양념의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올까. 아니면
치킨집마다 고추가 올라가있는 양념치킨이 있고, 간장베이스의
양념치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양념치킨이 올까에 대한 것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3 점을 줬습니다." (P1)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위의 사용자 의견처럼, 효율적이고 간단한 음성 배달
주문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주문 기록에
기반한 빠른 주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제
정보 및 배송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게 하여, 주문

외부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7).

디스플레이와 연동하여 직접적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5).

<주문기록 기반 주문 예시>
V: 가장 최근에 네네치킨 행당점에서 파닭을 주문하신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문하시겠어요?

U: BBQ 치킨 먹고 싶어
S: 네. BBQ 치킨의 메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까요?
U: 응
S: (메뉴 이미지가 전송됨)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황금올리브 치킨,
볼케이노 치킨 등이 있습니다.

<결제정보 및 배송정보 사전 입력 예시>
V: 결제는 등록된 신한카드로 진행할까요?
V: 배송은 현재 등록된 위치인 연세대학교로 할까요?

그림 5. 외부 디스플레이 연동 예시

그림 7. 발화 예시

두번째 방법은 맛, 형태, 식감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용사를

셀프 다이얼로그에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다.

풍부하게

활용하여,

5.5 필요 서비스로 연결

사용자가

셀프 다이얼로그 수집 결과 사용자들은 스마트
스피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보다는, 필요한

생김새나 맛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다(그림 6).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잘해주기
U: 헤이 카카오, 배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
V: 국물 진한 라멘이 제격이죠. 라멘 어떠세요?

기대했다.

U: 매콤한 음식 추천해줘
V: 쫀득 매콤 치즈 닭갈비, 달콤알싸한 신전떡볶이 중 무엇을
드시겠어요?

D16
나ㅡ한주동안 안먹은 메뉴로 세 개 추천해줘
빅스비ㅡ A,B,C
나ㅡ A 로 주문할게 주문 가능한 매장 중 리뷰 가장 많은 곳으로
전화 연결해줘

그림 6. 형용사 활용 예시
D25
나: 그럼 ***점에서 베이직햄버거세트 배달해줘.
로봇: (어플 결제화면 보여주며) 등록된 주소로
결제할까요?

5.4 빠르고 간단한 주문
Wizard of OZ 실험을 진행할 때, 사용자들은
음성으로 메뉴를 듣고 고르는 방식이 시간이
지체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꼈다. 또한 인터뷰

**카드

D14
나 : 지금 주변에 떡볶이 먹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
빅스비 : 주변에서 즉석 떡볶이 지점 4 곳을 찾았습니다.
나 :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지점 길찾기 해줘
빅스비 : 네 연결하겠습니다.

결과 보이스 스피커를 이용한 배달주문이 효율적이고
간단하기 원했다. 특히 ‘멀티테스킹’ 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고 쉬워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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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치킨을 주문한지 7 일이 지났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라면
드실때가 된 것 같네요
(후략)

따라서 스마트 스피커가 결제앱, 전화, 길 찾기 등
필요 서비스에 적절한 시점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그림 8).

D50
나: 클로바?
클로바: 부르셨어요?
나: 치킨이 먹고싶어
클로바: 이예에에에에~! 저도 너무너무 먹고싶어요!
클로바: 치킨을 주문해볼까요?

V: 결제는 스마트폰에 등록된 삼성페이로 진행할까요?
U: 응
V: 결제를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켜주세요.
V: 선택하신 매장으로 전화연결 할까요?
V: 선택하신 매장으로 길 찾기 도와드릴까요?

사용자에게 즐거운 이용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 8. 필요서비스 연결 예시

사용자가 작성한 발화와 같이 인간적이고 친근한
대화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6 사용자 컨트롤
사용자들은 음성주문 할 때, 적극적으로 대화를
컨트롤하기 원했다. 원하는 매장과 메뉴를 바로

5.8 나에게 최적화된 추천

검색하거나, 뒤로가기 또는 특정페이지 가기처럼
원하는 단계로 바로 접근하고자 했다.

셀프 다이얼로그 수집 결과, 사용자들은 나에게
최적화된 추천을 스마트스피커가 해주기 기대했다.

“제일 가까운 BHC 에서 뿌링클 순살 1 인분 해줘.. ‘더 필요한거
있어요’ 응 콜라도 하나 추가해줘. 이런식으로 바로 메뉴 말할 거
같아요.”(P5)

더 나아가 사용자들은 스마트스피커에게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 비서, 개인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제가 보는 것보다 듣는게 조금.. 전단계로
돌아간다거나 이런걸 쉽게 하지 못한.. 이거 아닌데..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게 조금..뒤로가기하면 똑같은 말을 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플로 하면 아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아는데..
이거는 시간도 걸리는 거라고 생각…" (P4)

D48
U: '스피커'야 오늘 뭐 먹을지 추천해줘.
S: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의 선호 음식인 '짬뽕',
'우동', '해물파전' 중 마음에 드시는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걸
원하시나요?

위와 같은 사용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원하는
매장 및 메뉴를 직접 검색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원하는 단계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가이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그림 9).

수

있도록

D47
U : 배달음식 추천해줘
S : 수요일, 일 평균 주문량 가장 높은 음식은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어떠세요.
U : 볶음밥 맛있는 집 찾아줘
S : 반경 5 킬로미터 내에 8 곳이 있습니다.

U: 피자헛 슈퍼슈프림 피자 주문해줘
V: 네. 근처 피자헛 송도점에서 슈퍼슈프림 피자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23000 원입니다.
U: 간장 치킨 파는 매장 알려줘
V: 네, 근처 BHC, 노랑통닭에서 간장치킨을 주문하실 수 있어요.

D20
U:
시리야!
나
배고파
메뉴
추천해줘!
S: 어제 점심으로는 짜장면 저녁으로는 피자를 드셨어요. 짜장면
800 칼로리 피자 2 조각 기준 900 칼로리 입니다. 총 1700 칼로리
섭취하셨습니다.
U:
어우
고칼로리네..나
돼지
되겠다
ㅠ
S: 현재 몸무게 유지를 위해서는 400 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U: 그럼 400 칼로리 미만 음식 뭔데? 추천해줘
S: 드레싱이 없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샐러드를 섭취하세요

V: 주문내역을 보고 싶으면, ‘주문내역 보여줘’, 메뉴를 보고
싶으면 ‘메뉴 알려줘’ 라고 말씀해보세요.
U: 지금까지 주문내역 보여줘

그림 9. 사용자 컨트롤 예시

5.7 친근한 대화
AI 스피커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대화를

통해

인터페이스와

소통한다.

셀프

다이얼로그를 통해 사용자 발화를 수집해본 결과,
사용자들은 AI 스피커와 친근하고 인간다운 대화를

이러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추천방식을 제안한다.

하기 원했다.
D15
U: 치킨을...먹을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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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식은 특정 시간, 기온, 날씨에 가장 많이

맥락을

주문된 메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외부 환경에 맞는 메뉴를 추천하는 것이다(그림 10).
현재시간 오후 6 시 17 분(시간) 기온은 1 도(기온)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 추워집니다.(날씨)


궁극적으로

고객의
제공하는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런 날에는 부대찌개, 짬뽕, 해물파전을 추천해요.

국내의 음성 배달주문에 집중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음성쇼핑 경험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가 배달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한

두번째 방식은 실시간 주문량을 분석하여, 실시간
인기메뉴와 대기시간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것이다(그림 11).

국내 20-30 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다른
연령대의 사용자 및 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인기 있는(주문량 많은) 배달음식 추천해줘
지금 인기 있는 배달음식은 수제버거에요.

지금 대기시간 짧은(주문량 적은) 쉑쉑버거 지점 알려줘


이해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음성쇼핑에 대해 사용자가

그림 10. 외부 환경에 맞는 추천 예시



파악하고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초개인화’[15]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기시간이
가장
트리플점이에요.

짧은

매장은

사사의 글
쉑쉑버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N0001436)`의
지원으로

그림 11. 실시간 주문량에 기반한 추천 예시

진행되었다.

세번째 방식은 사용자의 주문데이터, 운동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그들의 식습관, 섭취 칼로리, 운동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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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라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자의 능동적
개입으로 선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동화가
전개된다[3]. 인터랙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스마트스피커와의 인터랙션을 크게 싱글턴과 멀티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싱글턴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한 번의 응답으로 인터랙션이 종료되는
경우로, 사용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인터랙션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정보를
요구하면, 스마트스피커는 해당 지역의 미세 먼지
수치를
전달해주고
종료한다[4].
또한
스마트스피커에서 멀티턴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고
있는데[5,6], 짧은 호흡의 연이은 인터랙션으로
싱글턴 인터랙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주의가
분산되기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를 묻고, 답을 들은 후에 바로 스마트스피커가
사용자의 입력을 추가로 기다리고 있을 때, 내일의
날씨를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멀티턴
인터랙션이지만,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언제 등장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콘텐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용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응답이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스마트스피커에서

요약문
아마존 에코, 구글홈 등의 다양한 스마트스피커가
확산되면서 제 3 자 개발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기존처럼 한번의 요청에 한번의
응답을 제공하고 종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번의
인터랙션이 오고 가거나 제공되는 콘텐츠 자체의
길이가 길어진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이용 중간에 주의를
놓쳐 인터랙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용자의 무응답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선 매일
큐레이션된 클래식 음악을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
구글홈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25 명을
대상으로 15 일간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 로그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 인터랙션 중 19.68%가
이러한 무응답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본 연구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스마트스피커,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VUI(Voice
User Interface), 인터랙티브 콘텐츠, 턴테이킹

사용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한 사용 행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문제

많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가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콘텐츠들을
말한다[1].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가 제작한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가 있다[2]. 해당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경우, 영화 중간 중간에 두 개의
선택지가 화면 하단에 제공되고, 선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스피커에서
음성 및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들도
제작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동화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와 그 반응에 대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l RQ1 :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어떤 유형의 사용행태가
나타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l

RQ2 : 사용자 별로 사용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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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침을 넣어서 턴테이킹을 조절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어다[15]. 이처럼 인간-기계의 턴테이킹에서는
기계의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있어서
턴테이킹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2. 관련 연구
2.1 턴테이킹과 타이밍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턴테이킹을 필요로 한다. 멀티턴 인터랙션은 대화로
구성되며, 대화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교환’으로 언어와 더불어 ‘교환’,
‘주고받음’이
대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7,8]. 턴테이킹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화자가 말을 하거나
발화할 차례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타이밍은
턴테이킹의 성격과 문맥에 따라 달라지며, 대화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음성 패턴이
대화에 참석한 청자에게 턴테이킹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9].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이러한 턴테이킹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이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 번의 서비스 플로우 상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설명과 어울리는 곡을 큐레이션하여
제공하는 ‘클래식 메이트’라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제작하였다. 이후
25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5 일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1 일, 8 일, 15 일차
사용일에 설문을 통해 대화형 에이전트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수집했다.
3.1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클래식
메이트’는
Google
에서
제공하는
Dialogflow 라는 툴킷을 이용하여 제작했다[16]. 총
52 회에 해당하는 서비스 플로우를 제작하고, 계정
연동을 통해 사용자 별로, 사용 횟수에 맞게 해당하는

있다.
2.2 인간-기계의 턴테이킹
턴테이킹은 언어적 소통과 손짓, 끄덕임, 시선,
망설임 같은 비언어적 소통의 조화를 통해
이뤄진다[10]. 그러므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언어,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대화 차례에
적절히 반응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말의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대화 차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11,12]. 하지만 물리적 육체가
없는 VUI(Voice User Interface)에서는 시각적인
단서나 비언어적 행동이 없기 때문에 턴테이킹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13]. 그래서 인간-기계의
턴테이킹에 대한 연구에는 비언어적 요소를 추가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14,15]. 대표적으로 로봇의 상호작용에 눈

회차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했다.
각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먼저 사용자에게 몇 번째
사용인지를 안내하고, 해당 회차 클래식 음악의
하이라이트를 15 초 정도 들려준다. 이후에 음악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인지를 물으면,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설명과 함께 음악을 제공하거나, 음악만
제공한다. 첫 번째 음악 재생이 완료되면, 들었던
음악과 어울리는 두 번째 음악을 들을 것인지를 묻고,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음악과 설명을 제공하거나
바로 종료한다. (그림 1) 첫 번째 음악과 두 번째
음악의 조합은 클래식 도메인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클래식 메이트의 서비스 플로우 예시 : 두 번의 응답 요구에 모두 응답한 주의 지속 유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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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가자 모집

4. 연구 결과

스마트스피커 및 스마트홈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홈 스피커를 소유하고 있는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참가자는 총 25 명(남 22, 여 3)이었다. 참가자들은
15 일 동안 각자의 구글홈을 통해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클래식 메이트’를 사용하도록
요청 받았다.

사용 유형을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 크게 주의 지속
유형과 주의 분산 유형, 주의 종료 유형이 도출되었다.
전체 376 개의 사용 중 주의 지속 유형은
135 개(35.9%), 주의 분산 유형은 74 개(19.68%),
주의 종료 유형은 167 개(44.41%)를 차지하고
있었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4.1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용 유형

사용자들의 발화 데이터는 해당 툴킷에 기록되어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분석하는데 활용했다. ‘클래식
메이트’는 한 번의 서비스 플로우 상에서 사용자의
응답을 총 두 번 요구한다. 두 번의 인터랙션
시도에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인터랙션은 다음의 요소들로
구분하였다. Evoke(E)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사용
시작 , Main music(M)은 첫 번째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 Description(D)는 첫 번째 응답 요구에서

주의 지속 유형과 주의 종료 유형은 능동적인 사용
유형으로, 두 번의 응답 요구에 모두 응답을 하거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간에 종료한
경우이다. 사용자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응답을
요구할 때,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응답을 하거나,
콘텐츠 사용을 자체적으로 중단하여,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집중과 주의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의 분산 유형은 몰입과 능동적 개입을 요구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들을 말한다. 19.68%의 적지않은 비율로

설명을 듣기로 한 경우, Pair music(P)는 두 번째
응답 요구에서 어울리는 음악을 듣기로 한 경우, No
description/No pair music(X)는 각 응답 요구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 No input(N)는 각 응답
요구에서 아무 응답도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을 조합한 13가지의 경우를 사용 유형에 따라

능동적 개입을 요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응답이
부재하고 있었다.
4.2 무응답 원인에 대한 분석

분류를 시도하여 표1을 구성했다.

스마트스피커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응답이 부재할 경우 설계된 플로우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표 1.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용 유형
유형

설명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EMDP
주의 지속

EMXP
EMDX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응답이 부재한
원인은 크게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의도적인 경우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인터랙티브 콘텐츠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거부감이 존재했다. 클래식 음악과 설명,
큐레이션된 어울리는 곡을 제공하는 에이전트이지만,
인터랙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참여자들이
존재했다. P08 의 경우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한

두 번의 응답 요구에
모두 응답한 경우

EMXX
EMNP
EMNX
주의 분산

EMXN
EMDN

두 번의 응답 요구에
한 번만 응답하거나
두 번 모두 응답이 부재한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쓸데 없이
인터랙션이 많고… 음악이 짧고 목소리가 음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 것에서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04 의 경우 “매번 ‘설명
들으시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해야하다 보니
가끔은 귀찮았습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두 번째,

EMNN
EMD
주의 종료

EMX
EMN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해당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응답이 부재하기도 했다. P13 의 경우 “아침에 일어날

EM

때
알람음으로
써볼까
하여
루틴으로
설정했습니다.”라는 응답에서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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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P21 의 경우 “기상 후, 출근 준비 중,
일할 때 배경음악으로 주로 사용합니다.”라고
응답했다. 비의도적인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존재했다. 첫 번째, 음성 인식 오류의 문제로 응답이
입력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P17 의 경우 “조금

응답해야 하는 순간을 놓친 경우에는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ttentional Social Presence
Theory 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멀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커뮤니케이터가 자신을 어떻게 두드러지게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17]. 결국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대화형 에이전트가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자의 주의를 끄는 능력을 지니면 된다.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신호(social cue)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사회적 신호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18]. 언어적인,
시각적인, 청각적인, 무형의 사회적 신호 중에서
청각적인 사회적 신호를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적용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대화형
에이전트의 청각적 사회적 신호는 네 가지가 있다. 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웃음소리를 내거나, 하품소리를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연관 곡 듣기에 대한 대답을 잘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 주의가 분산되어 대답할 순간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었다. P16 의 경우 “출근 전, 퇴근

전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새 노래가
끝나 있다.”라고 응답한 것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사용자 별 사용 유형의 비율 차이
추후에 무응답이 존재하는 주의 분산 유형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용자 별로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참여자 별로 주의 분산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25 명 중 10 명의 경우 주의 분산

내거나, 대화 중간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말하는 ‘음…’, ‘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신호들이 본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40%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능동적 개입을 요하는
특성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나머지
15 명의 경우 최소 5.88%에서 최대 66.67%의 비율로
주의 분산 유형의 사용이 나타나는 사용자들이
있었다. 이처럼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피커라는 기기를
배경적으로 사용하는 행태적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 사용자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유형을 분리하기에 조사 참가자들의 수가
25 명으로 다소 한정되어 있으며,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관찰의 기간이 짧은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유형과 장기적인 사용 행태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플랫폼과
인터페이스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VUI(Voice User Interface)로 실제 사용될 때, 어떤
사용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음성 및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인터랙션 방식을 기획한다면,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의도치 않게 응답을 못하는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사용 유형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도 사용자의 응답이 부재하는 원인에 대해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음성 및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사용 행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몰입을 지속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음성 및 대화를 기반으로 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몰입의 지속 정도가 약하다. 둘째, 비의도적인 이유로
응답이 부재한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랙션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다른
용도로 해당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해결 방법과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오류가 발생해서 혹은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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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캐널리스(Canalys)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4],

AI 스피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사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으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출시되었는데,
아직 이 방법이 한계를 보완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기존 AI 스피커는 사용자의 눈과 손을 해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였지만, 디스플레이의
탑재는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에게 눈과 손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디스플레이의
탑재가 기존 AI 스피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스플레이의 인지적 효과와
공간적 거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였고, AI 스피커의
가이드라인과 사용성 원칙을 고찰하여,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으로 평가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디스플레이 유무와 디스플레이와의 거리에 따른 평가
및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두 변인은 음악, 날씨,
알람 기능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감성대화 기능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디스플레이가 기존 AI 스피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거리와 기능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를 고려한 경험 디자인이 이루어
져야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이중부호화이론, 공간적 거리, AI 스피커, Display,
Usability Evaluation, User Experience, HCI

400 만대로 처음으로 1 억대를 돌파했고, 올해 연말
82.4%가 증가된 2 억 790 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 년 AI 스피커 시장 점유율
3%로 5 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0 만
가구 중 약 15% 수준에 해당된다. 이는 10 가구 당
1~2 가구에서 AI 스피커를 소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듯 AI 스피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사용자의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이 300 명을
대상으로 AI 스피커의 불편 경험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5], ‘일상 사용 환경의 음성인식 미흡’
170 명, ‘자연스러운 연결 대화 곤란’ 137 명, ‘소음을
명령으로 인식’ 111 명, ‘간단한 편의 기능만 제공’
81 명, 소수의 기능이 특정 업체나 지역에 한정’ 71 명
등의 불만으로 인해, 1 년 이상 AI 스피커를 사용한
사용자는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AI 스피커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
하며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디스플레이(Display)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등장시키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디스플레이의 탑재가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기존 AI
스피커는 사용자의 눈과 손을 해방시킴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지만, 디스플레이 탑재는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에게 눈과 손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방법 때문에 사용자들은 디스플레이
탑재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그 역할과 효과에 주목하게

1. 서 론
음성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구글 어시던트 등의 AI 가상 비서뿐만 아니라,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전 세계 AI 스피커 보급 대수는 2018 년 말, 1 억

있다.

특히,

커넥티드(Connected)

기기

중에서도 AI 스피커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는데, 2019 년 4 월 IT 시장 조사업체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탑재가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디스 플레이의 효과와
방향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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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멀리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설득을 덜 당한다[3]. 이렇듯

2.1 AI 스피커

공간적 거리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평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와 원거리 두

AI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는 음성 인터
페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기기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다[7].
2.4 사용성

무선 스피커의 일종이며, AI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
습관을 파악하고 학습한다. 또한, 물리적인 텍스트를
터치하거나 입력하는 인터페이스에 비해 빠른 조작과

사용성(Usability)은 인간이 만든 물건, 서비스 등이 특

간편함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시장

를 말하는 용어이며, 사용성 평가 방법으로 지칭한다.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에 보급되었다[10]. 이러한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
는 물리적 버튼과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하며,
일반 스피커에 음성 인터페이스가 더해진 단말기 기반

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사용하기 쉬운가

ISO 9241-11)에서는 사용성을 사용에 필요한 노력을
가지는 특성의 집합이며 공인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
진 사용자에 의한 사용의 개인적인 평가로 정의한다[9].
표 1 사용성 원칙

응용 서비스이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존 AI 스피커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시한 기기이며,

출처

확장된 전달 방법을 가지고 있다[8].
2.2 이중부호화이론
이중부호화이론(Dual coding theory)은 청각 정보와
시각 정보가 함께 제공될 때, 인지 활동이 더 활발히

부호화되고

시각

정보는

Kevin Cox
& David Walker

부호화 된다[6]. 자극과 비언어적 자극이 각각 언어
시스템과 비언어 시스템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다음의
모델로 설명하였다[1].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접근성 ·신뢰성 ·가치성

Alison J Head

공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처리된다. 이러한 언어적

Peter Morville

William M.
& Michael G

Paivio의 이중부호화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
인지적 부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청각 정보는
계열적으로

Jakob Nilsen

Steve Krug

일어나 학습에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내용
·학습성 ·효율성 ·기억성 ·만족성
·오류

·일치성 ·명확성 ·시각적 계층구조
·내비게이션
·학습 용이성 ·수행 속도 ·오류 속도
·작업 지원 수준 ·사용의 편리성
·미학적 구성
·가능성 ·이해성 ·타이밍 ·환경
·안전 ·오류 ·비교 ·표준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서, 고찰한 이론적인 배
경과 사용성 원칙의 재구성을 통해, 평가에 적합한 요소
를 선별하고 가설을 설정하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H1]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 유무와 공간적 거리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 유무와 공간적 거리에 따라
사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 유무와 공간적 거리에 따라
매력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 유무와 공간적 거리에 따라
검색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 AI 스피커는 디스플레이 유무와 공간적 거리에 따라
만족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Paivio 의 이중부호화이론 모델

2.3 공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는 대상의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자가 스피커를 사용하는 실제 거리가
이에 해당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공간적 거리가
멀수록, 사건이나 대상에 관한 영향력이 줄어들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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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도구는 현재, 국내외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 스피

유용성

커와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비교를 통해 선정하였다. 해
외 브랜드 경우, 대부분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배제하
여, 국내 기기로 한정 하였다. 비교 결과, 가장 많은 사

사용성

용자 수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SKT NUGU(스마트 스
피커)와 NUGU nemo(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Task 내용을 구성하

기능별 발화 예시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특정 Task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3 측정도구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

측정 요소는 앞에서 고찰한 사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원칙
으로 선별하였다. 이후,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요소를
통합하고 범주화 과정을 거쳐 재구성하였으며, 연구의
방향과 무관한 요소들은 제외하였다. 이와 더불어, 스마
트 스피커와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여, 사용성 평가 요소와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2 사용성 원칙의 재구성
재구성된
사용성 원칙

기존
사용성 원칙

해당 기능은 나에게 유용하게 작용한다.
해당 기능의 사용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편리함을 경험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기 위해 SKT NUGU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사용률이
높은 기능과 그에 따른 발화 예시를 선별하였으며, 기능
은 음악, 날씨, 알람, 감성대화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해당 기능은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적절하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행동이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다.
해당 기능은 현재 상태(진행 상태를 표시하는 모든
신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능은 필요한 정보를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
해당 기능에 대해 만족한다.

3.4 실험대상 및 환경
피험자는 액센츄어에서 전세계 25,9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I 개인 비서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 및 사용률
결과와 SKT AI 스피커의 사용 비중이 높은 연령대를
참고하여,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총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리커트 7점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피험자 4명

AI 스피커
가이드라인

은 제외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총 50부의 데이터를 이
원변량분석(Two-way ANOVA)으로 도출하였다.

유용성

·작업 지원 수준

·정확성,

(Utility)

·유용성 ·효율성 ·기능성

·대화 보완적

실험 상황은 AI 스피커가 활용되고 있는 가정, 호텔,

사용성
(Usability)

·학습성 ·기억성 ·사용의
편리성 ·사용성 ·이해성

·일치성 ·간결성
·UI적인 행동
지시 최소화

학교, 사무실, 편의점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정’으로 설정하였고, 세부적인 설치 장소는

매력성
(Attractive)

·미학적 구성 ·매력성
·환경

·다양성 ·행동
제약 최소화

하였다. 공간적 거리는 근거리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고려하여 모바일 적정 시청 거리인

검색성
(Searchability)

·시각적 계층구조 ·내비
게이션 ·검색성 ·타이밍
·일치성

·일관된 시각 경
험 ·과한 정보제
공 지양

30cm로 설정하였으며, 원거리는 SKT NUGU 홈페이

만족성
(Satisfaction)

·만족성 ·만족도 ·가치성

·사용자 집중
·즉각적 피드백

Voicebot.ai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거실’로 설정

지를 바탕으로 음성 인식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리인 3.5m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3.5 실험방법
실험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각자 주어진

재구성된 원칙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
성이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은 총

거리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와 디스플레
이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Task에 맞게 수행한다. 이때

10문항으로 앞서 설정한 4가지 기능에 대입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질문 수는 실험자의 집중력과 피로도를 고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능과 기기의 사용 순서

려하여 최소한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사용자 경험 측정 항목
구분

내용

는 무작위로 주어지며, 실험이 끝난 뒤, 공간적 거리를
바꾸어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더 진행한다. 이 후 음악,
날씨, 알람, 감성대화 기능에 대해 디스플레이 유무와
공간적 거리에 따른 비교 평가가 이루어진다.

4.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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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능 별 사용자 경험 비교(좌측 상단부터 음악/ 날씨/ 알람/ 감성대화)

4.1 음악 기능


디
스
플

근거리

음악 기능을 근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레
이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의
모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근거리
에서 음악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원거리

p<.05,

**

53.561

1

53.561

매력성

11.045

1

11.045

6.174
(0.14)

검색성

53.561

1

53.561

30.273
(.000)

만족성

29.261

1

29.261

12.771
(.000)

p<.01,

***

4.2 날씨 기능

모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원거리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유용성(F=19.261, p
=.000), 사용성(F=31.084, p=.000), 매력성(F=6.174,
p=0.14), 검색성(F=30.273, p=.000), 만족성(F=
12.771,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음악 기능]

(.000)

p<.001

음악 기능을 원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의
에서 음악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

31.084

사용성

근거리

날씨 기능을 근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의
모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근거리에서 날씨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거리

날씨 기능을 원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검색성, 만족성의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매력성은 ‘디스플레이
가 없는 AI 스피커’가 높게 평가되었다. 원거리에서

표 4 음악 기능 사용자 경험 이원변량분석

거
리
*

구분

제곱 합

DF

MS

F(p)

날씨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매력성에 긍정적

유용성

36.980

1

36.980

19.261
(.000)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그 외의 경험은 사용자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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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알람 기능 사용자 경험 이원변량분석

근거리에 비해 두 기기의 사용자 경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효력이 반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유용성(F=13.609,
p=.000), 사용성(F=16.637, p=.000), 매력성(F=5.136,

거
리
*

p=.025), 검색성(F=14.211, p=.000), 만족성(F=8.006,
p=.0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이 모두 ‘채택’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날씨 기능]

디
스
플

표 5 날씨 기능 사용자 경험 이원변량분석
구분

거

제곱 합

유용성

리
*
디

21.451

사용성

24.500

1
1

MS

F(p)

21.451

13.609
(.000)

24.500

스
플

매력성

8.611

1

8.611

레
이

검색성

20.801

1

20.801

만족성
*

DF

p<.05,

**

p<.01,

***

14.851

1

14.851

레
이

*

16.637
(.000)



14.211

MS

F(p)

유용성

9.245

1

9.245

4.684
(.032)

사용성

12.500

1

12.500

매력성

10.580

1

10.580

4.884
(0.28)

검색성

11.281

1

11.281

5.771
(.017)

만족성

12.751

1

12.751

5.713
(.018)

p<.01,

***

6.152
(.014)

p<.001

근거리

감성대화 기능을 근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000)

없는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의 모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8.006
(.005)

근거리에서 감성대화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p<.001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리

알람 기능을 근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의
모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근거리
에서 알람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DF

4.4 감성대화 기능

5.136
(0.25)

4.3 알람 기능


p<.05,

제곱 합

원거리

감성대화 기능을 원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만족성의 모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근거리와 동일한 결과로, 감성대화 기능은 거리와
상관없이 디스플레이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유용성(F=0.19,

알람 기능을 원거리에서 사용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유용성, 사용성, 검색성, 만족성의 사용자

p=.890), 사용성(F=.000, p=1.000), 매력성(F=.008,
p=0.930), 검색성(F=2.24, p=.876), 만족성(F=0.37,

경험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매력성은 ‘디스플레이

p=.848)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설이 모두

가 없는 AI 스피커’가 높게 평가되었다. 원거리에서
알람 기능을 이용할 때, 디스플레이는 매력성에 긍정적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감성대화 기능]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그 외의 경험은 사용자에게

표 7 감성대화 기능 사용자 경험 이원변량분석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리에 비해 두 기기의 사용자 경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효력이 반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유용성(F=4.684,
p=.032), 사용성(F=6.152, p=.014), 매력성(F=4.884,
p=.028), 검색성(F=5.771, p=.017), 만족성(F=5.713,
p=.018)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알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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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리
*
디
스
플
레
이

구분

제곱 합

DF

MS

F(p)

유용성

0.61

1

0.61

0.19
(.890)

사용성

.000

1

.000

매력성

0.20

1

0.20

.008
(0.930)

검색성

.080

1

.080

.024

.000
(1.000)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고려를 통해 의인화, 캐릭터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876)
만족성
*

p<.05,

**

p<.01,

***

.151

1

.151

내적 요소로 아이콘, 이모티콘, 정보 이펙트 효과 등을
이용한 감성 디자인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037
(.848)

향후,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p<.001

AI 스피커’의 경험이 디자인 된다면 가정을 벗어나 사
회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스피커’와 ‘디스플레
이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공간적 거리에 따라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디스플레이가 탑
재된 AI 스피커’의 상호작용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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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성장에 맞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각 피드백 유형의 스피커가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빛 피드백이 가진
한정적인 정보량을 보완하여 복잡한 기능 사용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상호작용적 매체의 시각 피드백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기기를 사용하는
상황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각 피드백 유형과
새롭게 출시된 시각 피드백 유형이 사용자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황적
특성
(멀티태스킹, 비 멀티태스킹)의 조절효과를 실험 및
심층 인터뷰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 피드백
유형과 상황적 특성은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각 피드백
유형의 사용자 경험과 상황적 특성을 본 연구로서, 향후
상호작용적 기기의 시각 피드백 효과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스피커, 시각 피드백, 상호작용성, 멀티태스킹,
만족도, 지속사용의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요청은 물론 자연어(Natural Language)와 대화의
맥락을 수집하고 이해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이상우, 2017).
인공지능 스피커의 출시 초기에는 교통과 날씨,
음악재생 등 간단한 기능에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교육,
금융, 쇼핑 등 복잡한 기능을 활용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영대, 2018). 하지만 2018 년 컨슈머인사이트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주 이용 기능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사용자들은 날씨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악재생, TV 제어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교화되고 복잡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화면이 장착된 인공지능 스피커가
출시되면서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한정적 기능 사용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변화가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와 새롭게
출시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1. 서 론

1.2 연구목적

1.1 연구배경
4 차 산업 이후 빠르게 발전되던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기는 인공지능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지시를
이행하는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피커를
말한다(노민정, 최민경, 2018). 인간과 컴퓨터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라면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만큼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욱 정교화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박수아,
최세정, 2018). 즉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자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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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경우 만족하고, 지속적 사용을
위해서는 기기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기기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을
제시한다. 피드백은 기기의 정보를 처리하고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성이 중요한 인공지능 기기가 증가하면서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기기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노력, 상황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과 상호작용성, 상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빛 / 화면)이 상황적 특성 (멀티태스킹 /
비
멀티태스킹)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관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인공지능 스피커의 현황
글로벌 IT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의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 개수 조사에 따르면 2017 년에는 50 만대
이하였지만 2022 년에는 350 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 맞춰 기업들은
인공지능 스피커 성능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용도는 여전히 비교적 간단한 기능의 사용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대화가 2~3 번 연속하거나 문장형 질문이
진행되는 복잡한 형태 기능은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희태, 김단비(2017)는
개인비서 시장에서 음성 인식 인식률을 높이는 기술적
발전도 선행되어야 하며, 긴 문장이나 연결되는
문장에는 청각 정보만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음성 정보만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활용한다면 사용자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고 만족도가

정보 처리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사용자가 기기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기기별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Fischer, 2008). 정보의 시각화는 사용자가
기기가 전달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시각적 표현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기술로 비접촉방식의 대표적인 상호작용
방법이다.
시각 피드백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빛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Jaam Ham et al., 2009)와
화면을 통해 글과 이미지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Mccalley & Midden, 2002)이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빛 피드백은 화면 피드백보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간단하여 정보 처리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화면 피드백은 여전히
사용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빛 피드백은 간단한 정보이며 화면
피드백은 복잡한 정보이며 두가지 피드백 유형은
상호작용성에서 대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그림 1 과 같이 현재 출시된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의 비교를 통해 두
피드백 유형의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초기 인공지능 스피커는 정보를 LED 빛을
활용하여 시각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화면을 장착하여 정보를
글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높아질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가 갖고 있던 정보 처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면을 추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도는 시각 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나 쇼핑
등의 복잡한 기능 사용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수지, 201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성 출력만으로 사용이
한정적인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완책으로 시각 정보
전달 방식을 주목하였으며, 시각 피드백 출력에 따른

그림 1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

2.3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에서 행동이나
호혜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인지적, 심리적 과정이
수반되는 것으로 정의된다(권상희, 2007).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사용자는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정보를 받는 동시에 어떤 반응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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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 하기에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정신적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Cho, 1999). 즉,
상호작용 매체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용자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인지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Bucy & Tao(2007)은 상호작용성의 효과가 매체의
속성에 따라서만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자 속성 등 다양한 변수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정보 처리가 인간의
내적 인지 과정과 외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권상희, 김위근, 2004).
즉, 상호작용적 매체의 피드백이 사용자의 정보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사용자의 상황적
특성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황적 특성에 따라 정보처리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2.4 멀티태스킹
사용자의 상호작용성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인으로 멀티태스킹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은 두 가지 이상의 매체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Jeong & Fishbein, 2007)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같은 상호작용적
매체를 통한 멀티태스킹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멀티태스킹이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용량
가설(limited capacity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Lang, 2000). 이 가설은 인간의 인지적 자원은
한정적이고 제한된 인지적 자원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가용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초과할 경우 정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 손실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멀티태스킹 상황은 복수의 과업을 하므로
인지적 자원이 많이 요구되어 정보처리에 방해 또는
저해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호작용성 효과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5 만족도
만족도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해당 경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지적 반응으로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Schierz,
Schilke & Wirtz, 2010).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
만족도는 효과성과 성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며 국제 표준 기구(ISO)는 사용성 평가의 지표
중 만족을 포함 시키며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기술
했으며, Rafaeli(1988)는 만족도가 상호작용성의

2.6 지속사용의도
정보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기기는 다양해지고 사용자가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제품 시스템의 성공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박지혜, 주재우, 2018). 즉 제품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기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지혜, 주재우, 2018).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성공 요소와 필수 요소인
지속사용의도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독립 변인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빛 피드백/화면 피드백),
조절 변인은 상황적 특성인 멀티태스킹(멀티태스킹 /
비 멀티태스킹)으로, 종속 변인은 사용자 경험 요인인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를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에
따라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에
따라 지속사용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은
멀티태스킹 상황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은
멀티태스킹 상황에 따라 지속사용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및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익숙하며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접하며 쉽게 적응하는 20-30 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55 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절차는 화면이 있는 스피커에 대해 모르는 실험자를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에 대해
설명하였고, 작동 단계를 4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후 현재 실험 상황과 실험
과제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실험이 종료된 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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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 오류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답변을 재생하는 WoZ (Wizard of OZ)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자의 주관적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시각 피드백 유형(빛 피드백 / 화면 피드백) x
멀티태스킹 상황 (멀티태스킹 / 비 멀티태스킹)의 2x2
혼합 요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4 번의
실험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연습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처치 순서는 상대 균형화하였다. 이에 실험 참가자는
표 1 과 같이 총 4 가지 상황에 무작위 배치되었다.

명령처리

노랑 / 점점 크게

텍스트, 음성바

결과전달

파랑 / 점점 크게

텍스트, 아이콘

5. 연구결과
5.1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한 조사 대상은 총 55 명으로 남성
27 명(49.1%), 여성 28 명(50.9%)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 대 36 명(65.5%), 30 대 19 명(34.5%)으로 20 대가
더 많았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경험은 있다
28 명(50.9%), 없다 27 명(49.1%)로 구성되었다.
5.2 가설 1 검증

표 1. 처치 순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A형

빛/
멀티

화면/
멀티

빛/
비멀티

화면/
비멀티

B형

화면/
멀티

빛/
멀티

화면/
비멀티

빛/
비멀티

C형

빛/

화면/

빛/

화면/

비멀티

비멀티

멀티

멀티

화면/
비멀티

빛/
비멀티

화면/
멀티

빛/
멀티

D형

시각 피드백 유형에 따른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 과 같으며 시각 피드백
유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238,
p<.001). 지속사용의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240, p<.001). 따라서 가설 1-1 과 가설 12 는 채택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로는 만족도는 화면
피드백(M=4.84, SD=1.97)이 빛 피드백(M=3.75,
SD=1.84)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지속사용의도도 화면 피드백(M=4.91,SD=.95)이 빛
피드백(M=3.80, SD=1.92)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실험물 제작

표 3. 시각 피드백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요약

본 실험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의 형태적
유사성을 가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실험물은
그림 2 와 같은 형태이며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피드백은 브랜드별로 다르게 제공하기에 피드백
구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표 2 와 같이 본 실험에 맞게
4 단계로 제작하였다.

종속변수
만족도
지속사용
의도

피드백

M

SD

빛 피드백

3.75

1.84

화면피드백

4.84

1.97

빛 피드백

3.80

1.92

화면피드백

4.91

1.95

t

p

4.238

.000***

4.240

.000***

*p<.001

5.3 가설 2 검증

그림 2 실험 처치물(좌: 화면 피드백, 우: 빛 피드백)
표 2. 상황별 피드백

빛 피드백

화면 피드백

대기상태

흰색 / 정지된

텍스트, 음성바

음성인식

초록 / 깜빡임

텍스트, 음성바

시각 피드백 유형이 멀티태스킹 상황에 따라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를
본페로니의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표 4 와
같이 만족도는 시각 피드백 유형과 멀티태스킹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2.770,
p<.001) 지속사용의도 또한 시각 피드백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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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018, p<.001). 따라서 가설 2-1 과 가설
2-2 는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 와 같이
빛 피드백은 멀티태스킹(M=4.15)에서, 화면 피드백은
비 멀티태스킹(M=5.61)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사용의도는 표 6 과 같이 빛 피드백은
멀티태스킹(M=4.16)에서,
화면
피드백은
비
멀티태스킹(M=5.6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변수

제곱합

시각피드백
유형(A)

65.364

멀티태스킹

7.425

F

본 연구는 상호작용적 매체의 사용자 경험을 시각
피드백 유형과 상황적 특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실험 후에 참가자에게 실험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해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표 7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1:1 심층 인터뷰

표 4. 시각 피드백 유형과 멀티태스킹 분산분석 결과 요약

종속
변수

5.4 1:1 심층 인터뷰

인터뷰 내용

p

19.856
2.256

기기를 사용할 때 빛 덕분에 주목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했다.

.000***
빛
피드백

.135

(B)
AxB

74.958

22.770

.000***

67.655

19.354

.000***

지속

시각피드백
유형(A)

사용

멀티태스킹

6.023

의도

1.723

59.488

화면에 아이콘이 나와 인지하기 쉬웠고
기억이 잘 났다.

.191

17.018

빛의 색상과 움직임의 의미를 알고 싶다.
빛의 움직임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구분이
되지 않았다.

화면

음성을 놓쳐도 다음 화면에 넘어가기 전에
결과를 볼 수 있어서 편리했다.

피드백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글을 읽기에는 시선

(B)
AxB

빛의 색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000***

*p<.001

이동이 부자연스러웠다.

표 5. 시각 피드백 유형과 멀티태스킹 상호작용 효과

글을 읽기 위해 화면을 쳐다 봐야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장점이 사라진 것 같다.

종속변수

피드백

상황

M

SD

멀티태스킹

4.15

0.245

비 멀티태스킹

3.35

0.245

화면

멀티태스킹

4.07

0.245

피드백

비 멀티태스킹

5.61

0.245

빛 피드백
만족도

표 6. 시각 피드백 유형과 멀티태스킹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피드백

지속

빛 피드백

사용
의도

화면
피드백

상황

M

SD

멀티태스킹

4.16

0.252

비 멀티태스킹

3.45

0.252

멀티태스킹

4.23

0.252

비 멀티태스킹

5.60

0.252

6. 결론
6.1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복잡한 과제를 진행할 때
음성정보를 화면을 통해 글이나 이미지로 제공할 때
사용자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글과 이미지를 통한 시각 정보 전달은 효과적이며
새로운 시각 피드백 유형을 통해 복잡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둘째, 상황적 특성인 멀티태스킹은 제한된 용량 가설과
같은 결과로 빛 피드백은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적절하며, 화면 피드백은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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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때 인지적 부하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비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화면
피드백이 빛 피드백보다 지속사용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이콘과 이미지의 영향으로 아이콘과
이미지가 기억과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실험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결과로는 사용자는 빛
피드백에서 빛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현재
출시된 인공지능 스피커는 색상과 움직임이 동일하지
않지만, 빛이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려면 빛의 색상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정보처리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면
피드백의 글은 사용자가 인지하기에는 복잡한
정보이며, 아이콘과 이미지가 더 많아진다면 인지와
기억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각 피드백 유형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경험이 나타났다. 즉, 화면 피드백은 정보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멀티태스킹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면 피드백에
아이콘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빛 피드백을 결합하여
구성한다면 다양한 상황적 특성에도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작용적 매체의 시각 피드백 유형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용자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보았다는 연구적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기의 정보를 쉽게 인지시켜주는 시각 피드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상호작용 매체의 시각 피드백 효과에 대한 연구의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능 사용을 기대하며 새로운 피드백 유형을
제공하였는데 새로운 시각 피드백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최근 미디어 사용자는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새로운 매체를 사용한 멀티태스킹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시각 피드백 제작에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초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6.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이 된 사용자의 규모와
연령대가 다소 부족하였고, 멀티태스킹 상황을 한가지
상황으로 제한했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실험이
필요하며 유형화된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진행한다면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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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술(AR: Augmented Reality, 이하
AR)은
실제공간에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합하여 실상에 정합된 가상정보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이다. [2] 차량에 도입한
카메라 인식률의 발전에 따라 AR 기술이 차량 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Head Up Display, 이하
HUD)에 접목하여 운전을 보조하는데 AR 기술이
쓰이고 있다.

요약문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차량 역시 커텍티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정보가 차량 내 유입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이게 처리하기 위해 정보의 직관적인
인터랙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정보량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랙션의
수단으로 조명받고 있다.[1] 하지만 차량
디스플레이 내 담기는 정보와 이에 따른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각 단계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담긴 정보의 개수 및 위치에 대한
선호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험 설계를 통한 응답 오류와
응답
반응
시간을
측정
및
회상적
발성사고법(Retrospective Think-aloud)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 정보의 인지
효과를 제시한 연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차량 내 무수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R HUD 가 차량 내 적극적으로 접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AR HUD 시장은 2020 년 기준 21 억
2,300 만 달러, 연 평균 30.3%에 육박하는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3]
초기 AR HUD 는 네비게이션의 방향 화살표, 속도
등 제한적인 정보가 표시되었다. 점차 정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와 AR HUD 간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의 경우 도로의
상태(결빙, 파손 등)와 AR HUD 간 결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목적지 건물 표시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AR HUD 에 대한 시장은 갈수록 커지며 더욱 AR
HUD 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R HUD 에
표시되야 하는 정보의 양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AR 로 표현하는 정보의 양과 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AR HUD 는 운전자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자율주행 단계별로 어떤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지 연구가 되어야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
단계별 AR HUD 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과 위치에
따른 사용자의 인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Autonomous Vehicle, Augmented Reality, AR,
AR HUD, Head-Up Display

1. 서 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 간 서로 연결이
되면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커넥티드 환경의 변화로 차량 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 표시되는 정보들과
운전자간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부품사, IT 업체들은 증가하는
정보를 차량 내에서 어떻게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응용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실사
영상에 임의의 그림을 중첩하여 자극을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정보의 양과 위치 보기를 통한 사용자
경험으로 인지 효과를 파악하는 논문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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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2.1 폭스바겐 ID.3
2019 년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공개된 폭스바겐
ID.3 는 안전한 차량 주행을 위해 실시간 좌우, 앞
차의 간격을 AR HUD 에 실시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차량 속도와 주행 방향을 표시하며 도로에
있는 장애물을 표시하여 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차선의 위치, 도로 상태 등을 다양한 정보 요소를
3 차원 증강현실로 표시해주고 있다.
그림 3 Navdy

2.4 Benz
2012 년 CES 에서 윈드쉴드를 통한 미디어 활용
컨셉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이나믹과 직관적인
컨트롤의 경험을 결합한 DICE 프로젝트를
공개하여 AR 의 가능성을 선보인 바 있다. 전화걸기,
음악듣기, 미디어 보기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컨셉을 발표하였다. 그후 자율주행의 단계와 더불어
AR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미 수많은 차종에 AR
기술을 넣어 양산한 바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4 에 활용되는 정보 속성을 분류하기
위해 다임러사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레벨 4
모빌리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모빌리티 내
들어있는 정보 속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결재 서비스까지 연동하여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결재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폭스바겐 ID.3

2.2 재규어 랜드로버
직관적인 정보 인터랙션을 위해 3D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거나 차량 내 다양한 공간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2014 년 사각 지대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A-Pilar 를 활용해
안보이는 공간을 보이도록 제시한 바 있다.
2019 년에는 3D 타입으로 정보를 표현하여 차선
이탈 및 장애물에 의한 위험 감지, 안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투사하고 있다. 3D 형태의 정보 제공을
함으로서 기상 환경에 따른 가시성 문제 역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 Benz 모빌리티 컨셉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실험은 SAE(미국 자동차기술학회)에서 지정한
자율주행단계 중 2 단계(부분 자율주행)와
4 단계(고도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로 한정 지었다.
운전자 보조 단계인 레벨 2 의 경우 기존 제품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삼았고 4 단계
자율주행차의 경우 앞으로 AR HUD 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 단계 (조건부 자율주행)의 경우를 배제하였다.
3 단계는 자율주행에서 필요 시 운전자 주행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그림 2 재규어 랜드로버 컨셉

2.3 Navdy
Navdy 는 프로젝터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나 전화 송수신, SNS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윈드쉴드에 투사하여 인터랙션 할
수 있다. 고해상도 영상 투사기술을 통해 기존 AR
HUD 에서 제공하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보 외
상호작용에 관련된 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장소
본연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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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에서 운전자 주행으로 변환 시 위험할 수
있어 3 단계 자율주행차 개발을 ‘아우디’와 같이
일부 회사만 시도하고 다수의 차량 회사들이 4 단계
자율주행차로 개발을 집중하고 있어[3] 3 단계
조건부 자율주행은 배제하였다. 다만 4 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2025 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어
실제 주행 환경이 아닌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로
실험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 주행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해 활용하였다. 미리 녹화한 도로 상황 영상에
가상의 허상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오버랩하여
사용자의 인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aloud)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녹취된 인터뷰
결과를 데이터화 한 다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랙션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현존하는 AR
HUD 내 정보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AR HUD 에
제시된 정보는 3 가지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AR
정보는 최근 3 년간 출시된 HUD 정보 동향을
바탕으로 범주화 하였다.
표 2. AR HUD 정보 범주화

표 1. 자율주행 단계

단계

구분

주요 기능 및 설명

1 단계

운전자
보조

조향, 가감속만 자동화

2 단계

부분
자율주행

고속도로 주행 시 앞차와
간격유지, 차량/차선 인식

3 단계

조건
자율주행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구간
자율주행, 필요시 운전자
개입

4 단계
5 단계

고도화
자율주행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
도로에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와 페달 제거 가능

Type

Descriptio
n

Example

Brand

생산
성

유익한 정보
제공

장소
안내,

Benz

결재,
쿠폰
사회
성

상호작용

전화/SN
S 송수신

Benz,
Navdy

안전
성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보

차량,
차선,
신호등,
보행자,
표지판

Volkswage
n
Benz
도요타 등

둘째 피험자에게 60km 의 직선 도로 상황에서
3 분간 운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레벨 4 에서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어서 운전 외 자유로운 행동을
3 분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3.1 실험 참가자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는 시각적 정보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운전 경력 1 년 이상인 9 명(남 6 명, 여
3 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4 세이다. 피험자 내 설계(Within-subjects
design)으로 미리 계획된 실험에 참여해 실험 조건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극 순서는 랜덤 할당으로
제시하여 실험을 통한 행동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설문 조사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
데이터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 하였다.

셋째 분류한 정보를 토대로 7 인치 디스플레이 내
정보를 배치하여 피험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7 인치 디스플레이에 허상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재현은 피험자가 볼 수 없는 공간에서
Wizard of Oz 방식으로 제어하였다. 정보 간 속성이
동일 하 거 나 ( 생 산 성 * 생 산성* 생 산 성)
교차(생산성* 사회성*안전성 )시켜 배치하였다.

4. 실험 결과
3.2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참가자에게 인터랙션
경험하게 하였다. 실험은 연습 단계와 실험
나누어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연습 문제 2
수행한 후 1 분간 휴식한 후 실험
수행하였다. 화면을 응시한 뒤 화면에
보기를 보고 인지하도록 구성하였다.

4.1 운전을 하지 않을 때 정보 활용의 어려움
과제를
상황을
단계로
세트를
단계를
보이는

대부분 참가자는 운전을 하지 않을 때 정보 확인을
오히려 더 어려워했다. 이는 4 단계 자율주행의 상황
시 운전을 하지 않을 때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이
오히려 사용자의 멀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크린 상 차량은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명 디스플레이 상 정지된
다양한 속성별 정보를 파악하고 인지하는데
피로감을 느꼈다. 오히려 운전을 할 때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수월하다는 답변을

그런 다음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회상적
발성사고법(Retrospective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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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운전을 하지 않을 때 보이는 여러 정보들은
인지하기도 어렵고 멀미감이 발생한다는 피드백을
전달받았다.

지각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6. 결론

4.2 정보 속성에 따른 부분적 인지 부하 발생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AR 의 기술 활용성이 높아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선행 연구들은
주로 AR HUD 의 휘다 차에 따른 시각적 대비나
디자인적 측면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계별 자율주행시 AR HUD 에
제시되는 정보의 속성과 양에 대한 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정보의 속성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 부하가 서로 다르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 중 필요한 정보의 경우
정보가 표시되는 개수가 최대 6 개까지 늘어나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라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생산성에 대한 정보는 2 개
이상만 늘어나도 인지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전달받았다. "운전을 해야 하는데 문자 메세지도
뜨고 내비게이션 화살표도 나타나면서 장소까지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다."

실무적으로 차량 회사, 부품사별로 AR HUD 를
개발하고 있지만 정보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각
제조사마다 AR HUD 에 표시하는 정보의 속성과
양이 모두 다르다.

4 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정보의 속성이 무엇이든
여러 정보가 중첩되어 나타나면 인지에 부하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을 통해서 AR
HUD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자율주행 단계별
특징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

4.3 유사, 제한적 정보 제공 시 몰입 유도
참여자 대부분이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 제한적인
정보 제공을 할 때 몰입을 유도할 수 있었다.
"도로에 그대로 라인이 그려지니까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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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INTRODUCTION

음성 인식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 경험(In-car experience)에서 인공지능

운전자들의 차량 내 음성인터페이스 사용률은

음성인터페이스를

낮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상용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들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음성인터페이스 사용 행태를 관찰한

음성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어느 인터페이스보다

후 차량 내 주요 기능에 대한 과업 수행 미션을

적합하다고

예상된다.

제공하여 관찰하는 Context Inquiry 연구 방법을

운전자에게

운전에

진행하였다.

운전자의

제공하여 편의를 증대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음성인터페이스의 이용 행태 관찰을 통하여 낮은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사용률의 원인과 운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특히, 복잡한 시내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인지

보다 나은 음성인터페이스 경험을 위한 UX 설계에

부하를 늘리지 않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움을

방법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1,5,14,20,21]. 따라서, 본

질적연구방법의 근거 이론으로 사용자의 인터뷰

연구에서는 실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어떤

및 영상 발화에서 개념과 범주를 카테고리화하여

요인이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지

인사이트를 제시 하였다. 향후 주행 환경에 적합한

발견하여

음성인터페이스는

음성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주고자

기대감으로

본

한다.

목적은

데이터

많은
연구에서의

분석

발전의

가능성과

결과물은

실용적

자연어

집중할

운전

수

안내

및

음성

인식은

있는

환경을

경험을

제공하는

2.1 음성인터페이스의 필요성

활용 가능하다.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환경 내에서

AUTHOR KEYWORDS
음성인식인터페이스(VUI),

운전자

음성인터페이스의

경험(User

가고

연구(Qualitative Method), 사용성(Usability), 음성
(feedback),

음성

대화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Experience),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질적
내용

최적의

주행

2. RELATED WORK

측면에서 음성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 요소로

대화의

통한

있으며,

운전자에게

동승자의

존재감은

장거리 운전 졸음 예방 효과로 알려졌다[12]. 이를

시점

위해 차량 내 음성 기반 에이전트에 대한 설계

(interruptibility), 음성 대화 수행 정도 (Turn-taking

고려 사항을 위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다 (Eyben

complexit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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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성 대화의 내용
기존

Braun

연구에

인간의 대화 방식에 의하면, turn-taking 의 반복된
의하면

긍정적(affirmative)이고

음성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의사 소통 의도 달성이

피드백은

가능하다. 인간의 대화는 utterance 라고 하는

최소화(minimal)되어야

맞장구를 통하여 확장되고 지속된다. 운전자와

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또한 피드백의

차량 내의 인터페이스는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톤(tone)과 매너(manner)는 주행 과업에 따라 수용

접근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대화가 진행하게

여부가 차이가 있었다. 안전과 연결되는 주요

된다(Large, 2017).

과업은 진지한 톤과 짧은 명령어가 요구되었고,

on/off 에 대하여 one party turn taking 이

반대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활기찬 톤과

수행되고, 그 다음의 의도인 미세 기능 조절 및

개인화된 친근한 메타포가 선호도가 높았다[24].

개인화된 정보 획득에 대한 관점에서는 multiple

또한, 본 연구에서 음성 대화의 피드백은 간결하고

turn taking complexity 를 통하여 반복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어가 수용된다고 하였다.

지속적인 대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friendly

2.3 음성 대화의 시점
대부분의

운전자는

음성

personality

네비게이션

가능성)과

유사한

향후

본 실험에서는 차량내 운전자의 음성인터페이스

사용자 Annotation 시점과 주행 센서 데이터 값을
비교해 고속 도로 주행 상황에서 수용되는 주행

사용

맥락과

모집하여

연관되어

제공하여

3.1 Study Design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실 주행 환경에서

밀접하게

요인을

3. METHODS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음성인터페이스의 선제
Interruptibility(방해

적인

음성인터페이스의 높은 사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선제 발화에
발화는

본 연구에서 단순 기능

있음이

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드스터디를

리드

진행하였다.

유저를
실제

발견되었다(Semme, 2019).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자기 차량에 탑승하여 익숙한 환경에서

발화 시점을 디자인할 때, CAN Data, Location,

그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과업 수행 도중 인터뷰를

Future Intent 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큰

즉시 실시하여 의도를 확인하는 Context Inquiry

영향을

신호대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모든

운전하는

참가자의 인터뷰 발화 내용을 in-vivo coding 을

미치는

시점이나

인지

일정한

부하가
주행

낮은

속도로

2015)

거쳐 axial coding 후 selective coding 화 하는

연구에서는 Interruptibility 를 Real-time 으로

근거이론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Strauss,

측정하기

A., & Corbin, J., 1990)

고속도로의

상황에서
위한

수용되었다(Kim,

Experience

Sampling

방법과

Naturalistic 한 실험 설계 방법이 참고할만 하다.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로

사용자

Participants. 온라인 사전 설문지를 통하여

행동을

운전 중 차량 내 탑재된 기기 및 스마트폰의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별 데이터 값을

음성인식 기능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리드

비교해 Real-time 으로 Peripheral Task 를 수행할

유저를 먼저 스크리닝하여 총 7 명을 선정하였다.

수 있는 Timing 을 도출하였다.

리드 유저 기준은 차량 내 음성인터페이스를 일반
사용자 보다 최소 6 개월 앞서 사용하는 사용자로,

2.4 대화 지속 정도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음성으로 기능을 제어하고자하는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하여

개진하며

음성인터페이스는

주변

사용자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용자로 선정하였다(Von Hippel, 1986).

단순한 Single statements 와 responses 뿐만

리드 유저를 선택한 이유는 음성인터페이스의

아니라 복잡한 Multiple interaction 을 수행한다.

사용 행태에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 568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일반 사용자보다 많은

차량 자체 기능 이외 핸드폰으로 사용 가능한 외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하게

연결 확장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 2 와 같이

되었다. 참가자의 정보는 표 1 과 같으며 총 7 명

제시하였다.

운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Data

는

표 2. Tasks

최종 saturated 화 하였다.
Procedure.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자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익숙한 길을 주행하도록 하였으며, 1 차
적으로

운전자는

음성인터페이스

주행
기능을

중에

평소

자유롭게

ID

기능

내용

#1

네비게이션

목적지까지 설정 후 중간에
경로를

사용하던

변경하여

경로로 지정하기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연구자는 운전자에게 과업을

#2

공조

에어컨을 조정하라는 과업을

제시하여,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새로운 기능에

주고

대한

프로세스로

수요

interview

등을

방식으로

질의

응답하는

진행하였다.

모든

Semi과정은
#3

녹음을 진행하였다.

AVN

P1

M

Car Type

Hyundai

평소에

M

Hyundai

Driving

#4

M

BMW

M

Hyundai

M

Benz

M

BMW

#5
4years

5years

M

Volvo

다른

음성인식

기능

중

Smartphone

평소

어떻게

사용

하는지

Paring /

물어보고

음성으로

한다면

mirroring

어떤 말을 건넬지를 물어봄.

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은 필드 스터디 중에 발생한 인터뷰
발화 내용 및 관찰자 노트, 연구자의 debrief

17years

노트를 종합하였다.
9years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는

Grounded

theory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Strauss, A., &

Corbin, J., 1990). 먼저 Open Coding 단계에서

12years

참여자의 인터뷰 발화 내용을 Invivo Coding 으로

335i
P7

Others

기능을 사용해보라고 요청

E240
P6

설정을

15years

Genesis DH
P5

바꾸는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3 series
P4

공조시스템을

Experience

ionic hybrid
P3

어떤

변경하기

HG2013
P2

타이밍에

음악 선정 및 사운드 조정 등

표 1. User Profile
Gender

어느

컨트롤하는지 관찰

운전자의 동의서 작성 후 비디오 촬영, 음성

ID

새로운

트렌스크립트화하여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15years

insight 가 있는 참여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XC60

2 단계에서는 1 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카테고리를
범주화 하고 최종 Selective Coding 을 진행하였다.

3.2 Tasks

이때 연구자의 관찰 노트와 의견을 종합하였다.

운전자에게 제시된 과업은 현재 차량 내 제공되는

연구의 Reliability 를 높이기 위해 2 명의 연구자가

기능 중 운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tasks 들로,

도출된 각 항목에 대해서 cross-check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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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오토버튼하나면 더 쾌적하게 시원하게

5. FINDING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 (P6)

데이터 분석 결과, 음성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3) 일부 운전자는 시점에 따른 온도 설정을

관련하여 2 가지 유형이 있었다.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어하였다.

A.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의 음성

“보통은 처음에 더우니까 세게 틀어 놨다가 점차

인터페이스 이용 행태

내리는 편. 온도도 많이 낮춰 놓는 편. 처음에 확

B. 운전자들의 음성인터페이스 사용 영향의

세게 틀고 줄여서 유지해요”(P7)

주요인

4) 일부 운전자는 풍향 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A: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음성인터페이스

있었다.

이용 행태

“에어컨 바람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바꿔줘.”(P1)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의

“에어컨을 왼쪽으로 켜줘”(P3)

음성인터페이스의 이용 행태는 그림 1 과 같이
4 가지 요소로 분류되었다.

5) 동승자를 위한 조작 방식으로 좌석별 온도 설정
니즈를 표현하였다.
“1 열은 24 도, 2 열은 27 도로 설정해줘.”(P4)
“뒷자석에는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가도록 하고

앞쪽에서도 나오는 바람도 뒤쪽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오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찬바람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P4)
6) 이외 on/off 예약 설정이 있었다.
“10 분동안 에어컨 18 도로 맞춰놓고 자동으로

꺼줘 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싶어요.”(P2)

그림 1. 음성인터페이스 주요 동작 기능

“주로 에어컨 트는걸 사용할것 같아요. 바람

A.1. 공조 제어

나오는 방향 이런건 복잡할 것 같고, 에어컨

운전자들은 주로 버튼으로 공조 제어를 사용하며,

틀어줘, 에어컨 꺼줘. 기능은 없는데 통풍 시트나

음성인터페이스로는 주행 중 미세 조절 방식을

열선 가능하면 작동해줘 이렇게도 가능할 것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발견되었다.

같고..” (P5)

1)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정확한

A.2. 네비게이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운전자가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음성인터페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온도를 미리 설정해 둔다면 간단한 음성으로 개인

있는

맞춤형 기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능

운전자들이

“에어컨 세기를 21 도로 맞춰줘” (P1, P2, P3, P4,

중

하나가

음성으로

네비게이션이다.
목적지

설정을

많은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추가 부가 기능에 대한 니즈로

P5)

높은 사용 가능성 기대 및 효과적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2) 그 다음으로 Auto 로 설정하는 방법이었다.

강조하였다.

또한,

GUI

와

음성인터페이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지 더

“오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오토없이 조작을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로 활용된다는 점과 운전 중

하려하면 손이 매우 많이 가고 더 쾌적하지 않는

주행 경로 재설정 및 주변 정보에 관한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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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니즈가

도출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분류하였다.

운전자들은 차량 제조사의 자체 네비게이션보다

1)

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치 변경에 따른 주파수 One time 설정

위치에 따라서 라디오 주파수를 잘 찾아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P4)

음성으로 목적지 설정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운전 중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2)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로 재탐색

라디오라는

타자 마자 바로 목적지를 설정을 물어봐 주는 선제
니즈도

편리하다고

선호하는

3)

거의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만

인식해서

키는

기능만..해줘도 좋겠어요”(P5)

의견도

발견되었다.

정도가

라디오 off 기능
“키는 기능은 되는데, 끄는 건 또 안돼요.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차에

요

음성인터페이스의

“지역별로 또 라디오 채널이 다르니까 그

1) 주사용 기능

“딱

대한

사용 행태 및 기대 사항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데이트가 용이한 스마트폰의 앱(3rd part App)을

발화

라디오에

자주 듣는 라디오 주파수는 음성으로 먼저
제안

기능.

시작하면은 운전하면은.. 이제 목적지 검색 이런게

“네 뭐 라디오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가 듣는

좀 연결이 안돼 가지고.. 그런거는 다시 수동으로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대에는 라디오 위주로

하거나. 목적지를 찍을 땐 음성으로 해요” (P1)

듣고 그런게 없을 때에는 음악을 듣는 편인데,

“네비에서

쓸만한

노래가 특별히 듣고 싶은 날이라면 음악을

기능들은 아까 말씀하신것

듣고. 이제 그렇죠 뭐.”(P1)

경로를 취소한다던가, 경로를 재탐색한다던가. 그
정도하고 경로 탐색하는 방법..” (P1)

“음악 앱으로 들으면 순위권 이라던지 보통

듣던 노래를 듣게 되는데. 라디오로 들으면

2) 부가 정보 서비스 기능

다양한 선곡을 접하기 때문에 장점. 잊고 있던

네비게이션의 부가 서비스로 주유소 위치, 근처

노래도 다시 접하는 기회에요.”(P7)

맛집 정보, 차량 기기의 상태 알림에 대한 기대

A.4. Connectivity

사항이 있었다.

운전자들은

“목적지 주변에 주유소 위치 및 가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타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해요.” (P7)

운전자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서

B:

BT

로

공통으로

주는

제공하는

영향의

음성인터페이스

요소는

6

가지

범주로

B.1. 음성 대화의 내용적 측면

제어하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라디오로 보았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음악을
의

사용

분류되었다(그림 2).

라디오를 듣는 방법이 있다. 차량 자체 내부에서

Connectivity

음성인터페이스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연결하여 본인 취향에 맞춘 음악을 듣는 방법과
내부에서의

운전자들의

주요인

많이 사용한다. 이는 개인 스마트폰에 BT 를

방법은

음악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2 차적으로 주로 음악을 듣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듣는

듣는

위한

및 기타 3rd party App 의 부가적인 서비스 창출의

A.3. 엔터테인먼트 기능

자체

즐겨

해소하기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확장 가능성

싶어요.” (P5)

차량

본인이

지루함을

스마트폰과의 연결하여 많이 듣고 평소에도 주로

“약속 장소 근처 목적지 주변에 맛집 정보를 알고

많은

운전의

1)

Input – 간결성, 정확성

엔터테인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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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성인식은 간결하고 정확한 발언일수록

니즈는 정보 및 기능 동작의 정확성이 우선이고,

에이전트의 동작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tone 과 manner 에 대한 수용성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natural language 일수록 동작

가능하다고 하였다.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가

오류가 높다. 기술 신뢰도에 대한 오동작 및 기계

우선이며 동시에 퍼소나를 고려해야한다는 결과를

명령어 학습의 어려움은 음성인터페이스에 대한

도출할 수 있었다.

낮은 사용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이 발견되었다.

“그런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사실. 잘 알아

“날씨나 알람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령어니까

듣는게 중요하고 톤앤매너는 그 다음 문제인

오류가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오류가

것 같아요 단답형은 좋은 것 같아요.”(P5)

나서

버튼으로

재검색

해야

하는

경우

“예전에 처음 운전할 때 네비 나올 때 박명수

발생해요” (P2)

목소리인게있었는데 화내고 막 그랬다. 그런

“한 번 정도는 다시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캐릭터있는게 좋았다. (박명수를 좋아해서),

손으로 재검색하거나 네이버로 직접 검색하는

원하는대로 톤이나 목소리 버전을 선택할 수

편이에요. 키보드도 국영문 다 쓰는데, 영문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P4)

구글의 g 보드 인식이 잘 되서 그걸 쓰기도
해요.”(P7)
2)

기계 명령어 학습의 오류 회복 전략

리드 유저들은 더 발전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try-relay behavior 를 통한 오류 회복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리드 유저는 기계 명령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지 않는 행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화걸때는 자주 등록하는 이름을
인식하기

좋게

이름을

바꿔놓곤

그림 2. 음성인터페이스 사용성 미치는 요소

해요..

어머님도 어머님 성함이 발음하기 힘든거라

결론적으로 운전자들은 과거 음성 명령어의

이름을 ‘우리엄마’로 바꿨어요.”(P2)

학습

및

오작동에

음성인터페이스의

3) 음성 명령어 길이의 중요성

대한

재사용률이

실패

경험으로

낮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성의 낮은 인식률에 대한 기술

운전 중 너무 긴 문장은 인지 부하의 원인이

신뢰도

되므로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제공해야하며, 긴

확보가

먼저였다.

그

이후

차량

내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 효과로 운전자들이 인간의

문장을 듣는 운전자들은 도중에 중단하고 본인이

대화 방식처럼 자연어 인식 음성인터페이스를

원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연어 인식을

“아홉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번째

통한 명령어 학습 및 인지 부하 최소화가 음성

항목을…(말을 끊고) 일번!”(P5)

피드백의 내용적 측면의 주요 방향성으로 볼 수

4) 퍼소나(Personality)

있겠다.

음성 에이전트는 보다 친근한 감정을 제공하고

B.2. 선제 발화(Proactive)

높은

최근

사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인화된

Personality 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의

연구

동향에서

음성인터페이스가

어느

시점에 선제 발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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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문헌적 요소를 기반으로

선제 발화 시점은 Cognitive Workload 에 영향을

본 연구에서의 운전자들의 선제 발화에 대한

받는다. 예를 들면, 초행길 차선 변경과 같은 높은

선호도에

결과

인지 부하 상황에서는 선제 발화가 허용되지

데이터의 범주는 첫번째는 운전자의 내부 상태에

않았으며, 맥락에 따른 운전자의 인지 부하의

의한

상태에 따라 sub task 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관한

요인과

인터뷰를
외부

하였다.

상황에

분석

의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여부가 판단된다.
“단톡방 이런거는 카톡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거

1) Self interruption(졸음, 피로감)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지운다던가 단톡방 차가 막히거나 신호 대기 중

피로감을

일때 보죠.”(P1)

느끼거나,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운전의 수행
능력이 영향을 끼쳐 사고율까지 영향을 주는

“주행하면서는 메신저는 전부 미뤄놓고 안 쓰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졸음 운전에 대한 높은

편이에요. 이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요”(P7)

사고율에 대한 예방 효과로 현재는 선제 발화를

이를 위하여 적절한 Context 을 고려한 선제 발화

통하여 휴식을 권유 받을 수 있다.

시점이 주요 디자인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한다.

“졸리면 노래를 엄청나게 크게 하거나 졸음쉼터가

보이면

조금이라도

쉬고

가는

B.3. 대화 지속 가능성 여부

편이다.”(P6)

음성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한번의 command 로

“재밌는 방송 틀어서 소리만 듣고 가면 좀 나아요.

사용자의 의도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도 많이 하고.. 밤이면 전화 못하지만”(P2)

반복적인 수행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의도를

2) External interruption(교통상황, 주행길)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turn taking 이라고

음성인터페이스의 외부 요인(Context)에 의하여

하는데 이 complexity 의 수준에 따라 Low 와

선제 발화의 니즈가 다르게 나타났다.

High 로 동작되는 기능이 달라짐이 관찰되었다.
1) Low

“차에 탔을 때, 주차 시간 동안 충돌 시점 등에

대한

블랙박스

내용을

음성으로

브리핑

대부분의 운전자는 음성 동작 기능의 니즈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P3)

달성하기 위해 1 회성 발화의 turn taking 동작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기능은 기본적인 음성

또한, 동승자가 함께 탑승했을 때 및 다른 음성

명령어로

디바이스가 함께 동작 중 일 때는 음성인터페이스

on/off

기능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켜줘. 와이파이 꺼줘. 화면

“네, 아이랑 같이 타면 빅스비를 사용 못합니다.

밝기 어둡게. 볼륨 높여줘. 벨소리로 바꿔줘.

같이 말을 하기 때문에” (P1)

이런쪽으로... 티맵 실행시켜줘. 음악 실행시켜줘.

“빅스비를 부르면 제 목소리랑 라디오 목소리랑

카카오톡 실행해서 누구누구한테 뭐라뭐라보내줘.

동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P1)

오늘

날씨

어때?

인터넷

실행시켜서

혹은

이로 인하여 음성인터페이스의 선제 발화는 혼자

네이버에서 오늘 야구 일정 알려줘. 연락처에서

탑승할 때 동승자의 역할로 말동무나 졸음 예방을

누구누구 검색해서 전화걸어줘. 똑가팅 누구누구

위한 휴식 권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검색해서 뭐라뭐라 메세지 보내줘.“ (P1)

가능성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High

3) Cognitive workload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내용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미세 정보의 의도를 획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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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여러 단계의 turn taking 을 수행하는데

“시속

음성으로 한번에 제공되었으면 하는 니즈가 발견

못하거든요. ”(P2)

되었다.

정속

주행해줘.

그럼

2) Positive Aspects

“지도, 음악, 일정, 이메일 앱에서 한 뎁스를 더

깊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이전에

제공해주었으면

인식의

차량

디바이스를
내부에서도

음성인터페이스를
오류로

인한

복잡성이

높은

자주

사용해본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기대감을

사용하고자

가지고 있다.

task 일수록 음성인터페이스보다 기존에 직접적인

“기존에 썼던 기능을 주로 사용해요. 기본적인

수행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오히려

음성인식

사용자는

좋겠어요” (P6)
음성

백키로로

것만

복잡하면 말하기 귀찮아서 직접 할

쓰니까

그러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그런걸 잘 몰라서.”(P1)

거에요.” (P7)

또한,

이전에

음성인식

디바이스의

Mental

기술 신뢰도에 우려로 복잡성이 높은 task 에

Model 이 잘 형성된 사용자는 다음 디바이스의

대하여

음성인터페이스 사용성에 대한 학습이 빠르며,

직접

손으로

조작

선호하였지만,

음성으로

원하는

depth 로 제공된다면

하는

방식을

기능이

one-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편리할 것이라는 높은

“XX 핸드폰은 명령어가 쉬운 편 같아요. 패턴만

사용성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P1)

도출되었다.

“네 핸드폰으로 음성 인식이 일단 잘 되니까..

B.4. 이전 기기 사용 경험 유무 및 영향

내장보다는 훨씬 쓰기 편해요”(P5)

음성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미 기존 음성인터페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멘탈

경험에 의해 형성된 멘탈 모델(Mental Model)이

모델이 형성된 운전자들은 낮은 기술 신뢰도로

다음 디바이스의 사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한 기존 인터페이스에 대한 낮은 사용률의

것으로 확인되었다[24]. 대부분의 많은 운전자들은
낮은

음성

인식률로

인하여

행태를

음성인터페이스

많은

운전자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차량 내에서 새로운

1) Negative Aspects

인터페이스로의 가치와 기대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이

사용

가능함에도

B.5. 음성인터페이스의 가치

불구하고 기존 버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익숙함을

음성 인식의 가치로는 안전성 확보를 가장 우선시

선호하였다.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구매 의사 결정의 주요

“오래 써와버릇 해가지고 불편한건 모르겠어요.”

요소는 아니었다.

(P1)
“음성으로

있었으나,

음성인터페이스에 대한 니즈 및 기술력 확보의

사용을 꺼려하였다.

음성인터페이스로

보이고

“운전중에 조작하면 위험하잖아요.. 사고날 수도

할

조정되니까..

수도

있겠지만

버튼으로

해요.

버튼

하나로

음성이

있고.. 사고 예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면

더

보면서 필요한 기능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위험해요”(P2)

제일 좋죠.”(P5)

안전과 관련 있는 차량 제어에 대해서 아직

“음성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매를 결정하게되는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폼나보이거나 있어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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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6. CONCLUSION

음성인터페이스가 극복해야할 가장 최우선 목표는
회복하는

단계이다.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음성인터페이스에 미치는 주요

신뢰도를

음성인터페이스로

UX 의 요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

사용

환경에서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한 기능의 단기적 신기함(Novelty effect)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8. FUTURE WORK

기존의 버튼 인터페이스 선호도가 높았다. 차량 내
동작에

향후,

실증적인 검증 및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버튼 방식에 더 익숙하고, 신뢰도 역시

높여

필요하다.

일부 요소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효과에 대한

관찰 결과 운전자들은 아직 손으로 조작하는

인식률을

항목이

음성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중

차량 내 운전자의 음성인터페이스의 사용 행태

음성

평가

자율 주행 환경 내에서 음성인터페이스의 역할 및

지속적인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음성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인식율을

REFERENCES

높여 음성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1. AblaBmeier, M., Poitschke, T., Bengler, F. W.

수용성을

확대하는

음성인터페이스의

일이다.

가치가

결론적으로,

향상되기

K., & Rigoll, G. (2007, July). Eye gaze studies

위해서는

comparing head-up and head-down displays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 가능한 자연어

in vehicles. In Multimedia and Expo, 2007 IEEE

인식에 대한 기술 발전 및 개인화 데이터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2250-2252).

바탕으로 한 인공 지능 맞춤형 선제 발화 요소 및

IEEE.

맥락에 맞는 감성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일

것이다.

음성인터페이스는

주행

2. Bevan,

중

selecting

운전자에게 Hand free 로 기능 동작을 수행하여
전방을

주시가

가능하므로

운전의

N.

(2008,
UX

and

In International

집중도

Measures:

향상으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une).

Valid

Classifying

usability

and

measures.

Workshop

on

Meaningful

Useful

User

Experience

Measurement (Vol. 11, pp. 13-18).

또한 자율 주행 환경에서 음성인터페이스는 또

3. Carroll, J. M. (2000). Making use: scenario-

다른 새로운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based

7. DISCUSSION

design

of

human-computer

interactions. MIT press.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음성인터페이스의 인식률

4. Chung, E. K., Choe, B., Lee, J. E., Lee, J. I., &

향상에 대한 연구 및 UX 설계 요소 연구 이외에

Sohn, Y. W. (2014). Effects of an adult

실제적으로

사용률의

passenger on young adult drivers’ driving

원인을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speed: Roles of an adult passenger's presence

현재 음성인터페이스의 위치와 한계점을 도태로

and driving tips from the passenger. Accident

개선해야할 방향성을 도출하고 운전자의 니즈에

Analysis & Prevention, 67, 14-20.

음성인터페이스의

낮은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실험

참여자들이

리드

5. Donmez, B., Boyle, L. N., & Lee, J. D. (2007).

유저로

Safety implications of providing real-time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실험 참여자의
절대적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feedback

남성으로

to

distracted

drive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9(3), 581-590.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Task 수행시 인터뷰를

6. Eyben, F., Wöllmer, M., Poitschke, T., Schuller,

통한 질적 데이터의 정성적 분석뿐만 아니라

B., Blaschke, C., Färber, B., & Nguyen-Thien,

객관적 평가인 양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실제

N. (2010). Emotion on the road—necessity,

- 57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acceptance,

and

feasibility

of

affective

13. Matthews, M., Bryant, D., Webb, R., &

computing in the car. Advances in human-

Harbluk,

J.

(2001).

Model

for

situation

computer interaction, 2010.

awareness and driving: Application to analysis
and research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7. Grimm, M., Kroschel, K., Harris, H., Nass, C.,
Schuller, B., Rigoll, G., & Moosmayr, T. (2007,

systems.

September). On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detecting a driver’s emotional state while

(1779), 26-32.

driving.

International

In

Affective

Computing

Conference
and

o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4. Murata, A., Kanbayashi, M., & Hayami, T.

Intelligent

(2013,

Interaction (pp. 126-138). Springer, Berlin,

warning

Heidelberg.

sensory

July).

Effectiveness

system

of

presented

modalities.

automotive

with

multipl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Human Modeling and

8. Gugerty, L. (2011). Situation awareness in

Applications in Health, Safety, Ergonomics

driving. Handbook for driving simulation in

and Risk Management (pp. 88-97). Springer,

engineering, medicine and psychology, 1.

Berlin, Heidelberg.

9. Jeon, M., Walker, B. N., & Gable, T. M. (2015).

15. Murphy,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s with invehicle agents on a driver's anger level,

Perceptual

driving performance, situation awareness, and

blindness

G.,

&

Greene,

load

C.

induces

M.

inattentional

drivers. Applied

in

(2016).

Cognitive

Psychology, 30(3), 479-483.

perceived workload. Applied ergonomics, 50,
185-199.

16. Nass, C., Jonsson, I. M., Harris, H., Reaves, B.,

10. Jonsson, I. M., Nass, C., Endo, J., Reaves, B.,

Endo, J., Brave, S., & Takayama, L. (2005,

Harris, H., Ta, J. L., ... & Knapp, S. (2004, April).

April). Improving automotive safety by pairing

Don't blame me I am only the driver: impact

driver emotion and car voice emotion. In

of

blame

attribution

on

attitudes

CHI'05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and

in computing systems (pp. 1973-1976). ACM.

attention to driving task. In CHI'04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17. Nielsen,

systems (pp. 1219-1222). ACM.

J.

(1994).

Usability

engineering.

Elsevier.

11. Jonsson, I. M., Zajicek, M., Harris, H., & Nass,

18. Walker, G. H., Stanton, N. A., & Young, M. S.

C. (2005, April). Thank you, I did not see that:

(2006). The ironies of vehicle feedback in car

in-car speech based information systems for

design. Ergonomics, 49(2), 161-179.

older adults. In CHI'05 Extended Abstracts on

19. "What Self-Awareness Really Is (and How to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Cultivate It)". Harvard Business Review. 2018-

1953-1956). ACM.

01-04. Retrieved 2018-03-06.

12. Jonsson, I. M. (2009).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peech-based

20. Glaser, B. G., & Strauss, A. L. (2017). Discovery

in-vehicle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information systems: impact on attitude and
driving

behaviour

(Doctoral

research. Routledge.

dissertation,

21. Myers, C., Furqan, A., & Zhu, J. (2019). The

Linköping University Electronic Press).

Impact

of

Preferences

- 576 -

User
on

Characteristics

Performance

with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and
an

Proceedings of HICK 2020

Unfamiliar

Voice

User

Interface.

In Proceedings of the 2019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forthcoming)(CHI'19).
22. Kim, S., Chun, J., & Dey, A. K. (2015, April).
Sensors know when to interrupt you in the
car: Detecting driver interruptibility through
monitoring

of

peripheral

interactions.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487-496). ACM.
23. Semmens, R., Martelaro, N., Kaveti, P., Stent,
S., & Ju, W. (2019, April). Is Now A Good
Time?: An Empirical Study of Vehicle-Driver
Communication Timing. In Proceedings of the
2019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p. 637). ACM.
24. Braun, M., Mainz, A., Chadowitz, R., Pfleging,
B., & Alt, F. (2019, May). At your service:
Designing voice assistant personalities to
improve

automotive

user

interfaces.

In Proceedings of the 2019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Inc.
25. Large, D. R., Clark, L., Quandt, A., Burnett, G.,
&

Skrypchuk,

conversation:

L.
a

(2017).

linguistic

Steering

the

exploration

of

natural language interactions with a digital
assistant during simulated driving. Applied
ergonomics, 63, 53-61.
26.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577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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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은 운젂자가 차량을

요약문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의

다시 운젂을 하도록 하여야 핚다. 그러핚 상황에
직면하면, 차량은 운젂자에게 차량의 제어권을

수준을

0~5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3 단계인 조건부

젂홖하라는 신호를 알리며, 이것을 제어권 젂홖

자율주행에서 운젂자들은 특정핚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어권 젂홖 요청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청(Take-over Request, TOR)이라 핚다[1].

다양핚 홖경 속에서 눈 움직임과 제어권 젂홖 관렦

조건부 자율주행에서 차량의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측정 요인을 중심으로, 조건부 자율주행 시
운젂자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운젂자들은 책이나 영상을 보는 등의 비운젂 관렦
업무(Non-driving related task, NDRT)를 짂행하고
쉽게 몰입하게 된다[3]. 이러핚 상황에서 비운젂 관렦

다양핚 홖경에서 제어권 젂홖 성능과 관렦된 변인들을

업무에 몰입핚 운젂자들은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데

측정하였으며, 홖경 갂의 유의미핚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정신적
작업부하도를

있어서 제어권 젂홖 요청에 대핚 반응이 지연되어
문제가 발생핛 수 있다.

측정하였는데 이는 유의미핚 차이가 나타났고, 비운젂
관렦 업무의 성능은 유의미핚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시선 추적기를 사용하여, 제어권
젂홖이

일어나는

구갂에서

눈

움직임을

1.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실험을 짂행하여 다양핚 홖경
속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을 짂행핛 때, 제어권 젂홖

집중

분석하였으며, 평균 동공 크기맊 홖경에 따른
유의미핚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성능과 눈 움직임을 측정하여 홖경 요인이 운젂자에게
어떠핚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핚다. 첫 번째
실험으로, 여러 홖경들 속에서 운젂을 짂행하여

결과는 홖경 요인에 따른 제어권 젂홖 요청 및 증짂
방법롞이 필요함을 시사핚다.

제어권 젂홖 성능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NASA-

주제어

TLX 를 사용하여 운젂자의 정신적 작업부하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비운젂 관렦 업무 성능을

자율주행, 조건부 자율주행, 제어권 젂홖 요청

측정하여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두

1. 서 론

번째 실험은 시선 추적기를 사용하여 첫번째
실험에서의 다양핚 홖경 속에서 운젂자들의 눈

1.1 조건부 자율주행

움직임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 확인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젂자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2. 첫 번째 실험

말핚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이러핚 차들에

2.1 피험자

적용되는 자율주행의 수준을 0 부터 5 까지 총
6 단계로 구분하였다[5]. 그 중 3 단계 자율주행인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피험자들은 총 19 명(평균 나이 = 24.11, 표준편차 =
2.71; 여성 = 9)이 모집되었다. 피험자들은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주요 단계이다.

운젂면허를 소유하였으며, 운젂면허를 취득핚지 평균
42.11 개월(표준편차 = 29.56)이 지났다.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은 일부 구갂에서 운젂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차량을 제어핚다.
다맊 자율주행시스템이 대처핛 수 없는 특정핚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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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전 시뮬레이터

그림과 함께 ‘Take-over’ 라는 단어를 깜박이면서
나타나도록 구성되었다. 운젂자들은 페달을 밟거나
운젂대를 움직이면 제어권을 젂홖 받을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운젂 시뮬레이터는 Unity
3D(Unity
Technologies,
USA)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운젂대와 페달(Thrustmaster, USA)을

사고 상황에서는 쓰러짂 트럭이 2 개의 차선을 막고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시뮬레이터 내 차량을 조작핛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로, 운젂 시뮬레이터는 32 인치

있었으며, 운젂자들은 1 차선 혹은 3 차선을 선택하여
운젂해야맊 했다. 매 운젂이 짂행될 때마다,

3 대의 커브드 모니터가 사용되었다. 연결된 3 대의

운젂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차선은 무작위로 바뀌었다.

모니터의 좌우 시야각은 약 110°이며 상하 시야각은
약 30°로 나타났다.

운젂자들은 장애물을 피하고 나서 일정시갂 동안
주행하면 화면은 어두워지고 해당 시행은 종료가 된다.
그 후 다시 밝아지면서 맨 처음의 주차장으로 차가

2.3 비운전 관련 업무

돌아오게 되면서, 다음 시행이 짂행된다. 해당
시나리오는 피험자별로 모듞 홖경에서 각각 4 번의

비운젂 관렦 업무를 짂행하기 위핚 스마트폰 타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Samsung

Galaxy

S8(Samsung

시행이 짂행되며, 총 20 번 반복하여 짂행되었다. 해당

Electronics,

시나리오는 충분핚 연습 후 짂행되었다.

Korea)을 사용하여 짂행되었다. 타자 어플리케이션은
운젂 시뮬레이터와 통신을 하여, 시갂을 동기화하였다.

2.5 실험 디자인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스마트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핚 홖경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기

화면에 하나의 어젃을 나타내며, 운젂자들은 해당
어젃을 똑같이 입력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비운젂

위해 총 5 가지의 홖경을 준비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서 짂행된 홖경들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를

관렦 업무는 운젂자가 제어권을 젂홖핛 때까지 짂행핛

참조하여[2]

수 있도록 하였다.

설정하였다. 낮 홖경의 가시거리는 1000m, 비 홖경의
가시거리는 400m, 눈 홖경(그림 1)의 가시거리는

2.4 주행 시나리오

각

홖경

갂의

가시거리를

다르게

200m, 안개 홖경의 가시거리는 100m, 밤 홖경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젂 시뮬레이터는 3 차선

가시거리는 150m 로 설정하였다.

고속도로 주행상황으로 구현되었으며, 차선의
갂격이나, 가로등 갂 거리는 핚국의 교통 법규에 따라
배치되었다. 실험이 시작되면 운젂자들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핚 상태에서 짂행하게 된다.
운젂자들은 출입로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짂입하고 첫
번째 지점(1666.66m)까지 수동으로 운젂해야 핚다.
첫 번째 지점을 지나게 되면 차량은 자율주행 상태로
젂홖되어 스스로 주행하게 된다. 이 때 차량은 짧은
알람과 함께 계기판에 ‘Automation’이라는 글자와
운젂 그림이 나타나 자율주행으로 젂홖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 이 때 차량은 2 차선으로 이동하고

그림 1 시뮬레이터 홖경 예시 – 눈 홖경

2.6 종속 변인

차선을 유지핚 채 100km/h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된다.
또핚, 운젂자들은 비운젂 관렦 업무를 짂행하게 된다.
자율주행은 두 번째 지점(4388.88m)까지 짂행되며,

제어권 젂홖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먼저, 제어권 젂홖 시갂(Take-over time,

젂방의 사고 상황으로 인해 운젂자들에게 제어권 젂홖

TOT)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어권 젂홖 요청이

요청이 젂달된다. 차량은 운젂자에게 사고지점 충돌
8 초 젂 부터 제어권 젂홖 요청을 하고, 이는 거리로는

나타난 시갂으로부터 운젂자가 제어권을 젂홖핛
때까지 걸리는 시갂이다. 제어권 젂홖의 기준은 기존

222.22m 이다. 이때, 8 초는 운젂자들이 성공적으로

연구에 따라 운젂자가 운젂대를 좌측 혹은 우측으로

반응핛 수 있는 시갂이다[6].
시각신호를

2° 이상 움직이거나 페달을 10% 이상 밟았을 때로
정하였다[1]. 두번째 변인은 충돌까지 걸리는

사용하였다. 음성신호는 고음의 비프음이 반복되며,

시갂(Time to collision, TTC)으로 현재 차량의 상대

시각신호는 차량 계기판에 운젂대에 손을 올리는

속도에 기반하여, 운젂자의 차량이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갂이다[1]. 본 연구에서는

제어권

젂홖

요청은

음성신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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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맞춰, 운젂자가 장애물을 피하여 차선을

짂행하였다. 시선 추적을 위핚 시점 교정 과정을

변경핛 때까지 측정하였다. 이 후, 측정된 충돌까지
걸리는 시갂들 중 가장 최솟값을 측정 변인으로

추가하기 위해 시행횟수를 4 번에서 3 번으로 줄였다.
3.1 피험자

설정하였다. 세번째는, 횡축과 종축의 가속도를 구핚

피험자들은 총 19 명이 모집되었으나, 실험에 문제가

후 각각 제곱하여 합핚 후 제곱근을 씌워서 구핚 최대
결과 가속도(Maximum Resulting acceleration,

발생하거나, 시점 교정이 짂행되지 않아 4 명의
피험자는 제외하였다. 15 명의 피험자들(평균 나이 =

RA)를 사용하였다. 추가로 NASA-TLX 에서 가중치를

23.80, 표준편차 = 1.90; 여성 = 5)은 모두

제거핚 각 영역의 NASA-RTLX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여 정신적인 작업부하도를 측정하였으며,

운젂면허를 소유하였으며, 운젂면허를 취득핚지 평균
39.29 개월(표준편차 = 24.50)이 지났다.

비운젂 관렦 업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분당 입력
단어 개수(WPM)를 측정하였다.

3.2 시선 추적기

2.7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Tobii Pro Glasses 2 시선
추적기(Tobii, Sweden)를 사용하였다. 해당 기기는

제어권 젂홖 시갂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짂행핚

눈 움직임의 데이터는 50Hz 로 샘플링 되었다. 본

결과(표 1), 홖경 갂에 유의미핚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4, 72) = 2.798, p < .05). 충돌까지

실험에서는 Tobii 에서 제공하는 SDK 를 홗용하여 눈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얻었고, 시뮬레이터 외부에

걸리는 최소 시갂에 대하여 분석핚 결과, 홖경 갂의

붙여둔 마커를 통해서 현실 속의 위치와 매핑을

유의미핚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4, 72) =
75.674, p < .001). 최대 결과 가속도를 분석핚 결과,

하였다.

홖경 갂의 유의미핚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4,

3.3 종속 변인

72) = 4.275, p < .005). 각 항목별 NASA-RTLX
점수의 평균을 구핚 값은 홖경 갂 유의미핚 차이가

본 실험에서는 눈 움직임들의 위치를 판별하여,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나누어 눈 움직임들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또핚, 시선 추적기에서 얻은

있음을 확인하였다(F(4, 72) = 4.987, p < .005)
하지맊 분당 단어 입력 개수는 홖경 갂 유의미핚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4, 72) = 0.320, p

동공 크기를 이용하여 평균 동공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 .864).

제어권 젂홖 요청이 온 시갂부터, 운젂자가 가운데
모니터의 도로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갂인 도로를

표 1 첫 번째 실험 결과 (괄호는 표준편차)
Note :* = p < .05, ** = p < .01, *** = p < .001

보기까지 걸리는 시갂을 사용하였다.
3.4 실험 결과

종속
변인
TOT*

모든 피험자들(19 명)

횡방향, 종방향 눈 움직임들의 표준편차는 홖경 갂에

낮

비

눈

안개

밤

유의미핚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ll ps > 0.317).

2.88(0.61)

2.96(0.55)

3.10(0.74)

3.17(0.93)

3.30(0.78)

평균 동공 크기(그림 2)에서는 유의미핚 차이가
나타났다(F(4,56) = 47.578, p < .001). 다맊,

3.52(0.57)

3.34(0.68)

2.09(0.47)

1.56(0.72)

1.84(0.71)

10.65(0.51)

10.44(0.39)

10.81(0.44)

11.01(0.43)

10.77(0.51)

42.67(17.27)

46.86(15.76)

47.40(16.44)

50.28(16.78)

52.16(14.67)

37.46(8.39)

38.08(6.66)

38.31(6.81)

38.08(7.50)

38.41(7.23)

(s)
TTC***

도로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갂(그림 3)에 대해서는
유의미핚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4, 56) = 1.614,
p = .183).

(s)
RA**
(m/s²)
NASARTLX **

WPM

3. 두 번째 실험
첫 번째 실험에서의 운젂 시뮬레이터, 홖경에 대핚
설정은 동일하게 짂행하였으나, 추가로 시선추적을

- 58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2 평균 동공 크기(±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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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권 젂홖 성능과 눈 움직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홖경들의 가시거리와
홖경들이

운젂자들에게

끼치는

Investigation

of

older

driver's

takeover

performance in highly automated vehicles in
adverse weather conditions. IET Intelligent

정신적인

작업부하도와 밀접핚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낮, 비, 눈, 밤 그리고 안개 순으로 가시거리가

Transport Systems 12, 9 (2018), 1157-1165.
4.

줄어듦에 따라, 충돌까지 걸리는 시갂과 최대 결과
가속도의 성능이 나빠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짧아지는 가시거리로 인해 운젂자들의 장애물 인지

Llaneras, R. E., Salinger, J., & Green, C. A.
(2013). Human Factors Issues Associated
with Limited Ability Autonomous Driving
Systems: Drivers’ Allocation of Visual
Attention to the Forward Roadway. In Proc

저하가 나타났고 추측핛 수 있다. 다맊 제어권 젂홖
시갂은 이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어권 젂홖 시갂은 도로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갂과

7th Int Driv Symp Hum Factors Driv Assess
Train Veh Des 2013, (2013), Session 4
Poster A.

인지 및 판단 시갂으로 구성 되어있다[2]. 이에 따라
두번째 실험을 통해, 눈 움직임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평균 동공 크기를 제외핚 나머지

5.

부분에서 유의미핚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alvucci, D. D., & Goldberg, J. H. Identifying
fixations and saccades in eye-tracking
protocols. In Proc Eye Track Res Appl Symp -

가시거리 이외에도 빛과 같은 홖경적인 요소가 눈
움직임 및 운젂자의 인지 및 판단 시갂을

ETRA ’00, ACM Press (2000), 71-78

지연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6.

조건부 자율주행 연구에서 다양핚 홖경을 고려하여
연구핛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추후 홖경

Society
for
Automotive
Engineering,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요인에 따른 제어권 요청 방법롞의 개발과 제어권

Motor
Vehicles
J3016_201806).

젂홖 증짂 방법롞이 필요함을 시사핚다. 또핚, 다양핚
홖경이 있는 실제 현실로 연구를 확장하여

(Standard
Retrieved

No.
from

https://saemobilus.sae.org/content/j3016_2

자율주행기술을 도입핛 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데

01806.

기여핛 수 있을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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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Li, S., Blythe, P., Guo, W., & Namdeo, A.

핚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drivers are quicker to achieve situation
awareness than inexperienced drivers in

수행된

연구임(No.2018R1A5A7059549).

situations of transfer of control within a

*Correspondence to K. Kim (kenny@hanyang.ac.kr)

Level 3 autonomous environment. In Proc
Hum Factors Ergon Soc Annu Meet 60, 1
(2016), 270–273.

- 581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자동차 음성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발화 의도 파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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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음성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음성 에이전트로

요약문
본 연구는 In Vehicle VUI 환경에서 차량 내부의
물리적인 제어 버튼 기능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발화

발전하면서 자연어와 상황을 인식하여 차량 기능을
제어하고 학습된 패턴을 통해 자동으로 기능을
실행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의도를 해석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컨텍스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에 기존 차량에 적용된 차량

함께 자연어 인식 시 발화 시점의 컨텍스트를
파악하여 발화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기술적 측면의 연구는

내부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와 차량
버튼 기능별로 사용자 발화 의도 해석 및 피드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컨텍스트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컨텍스트 정보는
무엇인지, VUI 환경에서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에

이후, 컨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음성 인식 플랫폼에
적용하고 VUX 시나리오 통해 컨텍스트 프레임워크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In Vehicle VUI 환경에서 차량 내부의 물리적인 제어
버튼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발화 의도를 해석하고

주제어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컨텍스트

Voice User Interface (VUI), Vehicle, UX, Utterance,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기존 음성인식 플랫폼에서의

Intention, Context Framework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서 론

1.2 연구 방법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음성인식 플랫폼 이해를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수단인 음성 언어를 활용한

위해 음성 인식 및 처리와 관련된 엔진 구조를

음성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는 눈과

조사하였다. 2) 음성 명령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AI 스피커와 차량 음성

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음성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한 번의 발화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및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산업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음성

음성 인식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3) 차량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용 빈도, 주행 민감도, 조작 편의성을 기준으로

서비스 사용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차량 버튼 기능별 점수를 도출하고 완성차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인식 사례, 주행 컨텍스트에 따른

VUI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발화 유형의 경우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띠면서 목적이 분명한 발화가

버튼 기능별 고려사항, 예상 발화 문장을 고려하여

나타남과 동시에, 목적이 불분명하여 발화 의도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4) 차량 컨텍스트 유형을
도출하여 In Vehicle VUI 환경의 컨텍스트

대한 해석이 필요한 유형도 빈번히 나타난다. 기존
차량에 적용된 음성인식 시스템의 경우 자동차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음성 플랫폼에 적용하여

환경적 측면과 기술적인 제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컨텍스트 프레임워크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특정 문법을 가진 명령어를 기반으로 차량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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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Hyundai :

2.1 음성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

Kakao i

Michael H. Cohen 외 2 명(2014)은 'VUI 는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말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Apple Car
Play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VUI 는 인간의 소통 수단인 음성 언어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VUI 는 한번의 발화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 계층 구조를 가진 GUI(Graphic User
Interface)보다 입력 속도가 빠르고 실행 단계가

Platform
Driven

비교적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눈과 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VUI 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Google
Auto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서 VUI 를 활용한
차량 제어 및 운전자 편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lexa Auto

2.2 차량 내 지능형 음성 에이전트 서비스 사례
기능의 범위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 음성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OEM Driven 과 기존 AI 스피커에 활용되고 있던

제어(카투홈)할 수 있음
• 차량 자체 제어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환경과 운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연결될 수

음성을 통해 제어할 시 활용도가 높은 버튼 기능의

제어가 가능해지고 음성 에이전트가 운전자의 운전
패턴, 기능 사용 패턴을 학습해 주행 컨텍스트에 따라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순위 도출 프로세스는 1) 차량에 적용된 버튼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운전자에게 제안하는

기능 정리, 2) 버튼 사용빈도 및 주행 안전 민감도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latform
Driven 의 경우 차량 제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량

기준의 AHP 분석, 3) 직접 조작 편의성 기준의
휴리스틱 평가, 4) 도출된 점수의 합산, 5) 버튼

자체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기능별 특성, 이미 음성인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어

음성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있던 서비스
플랫폼을 연결해 운전자 라이프스타일에 기반을 두어

기능 사례, 사용자의 예상 발화 문장을 고려한
우선순위 재정리 총 5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순위를

편의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도출할 차량 버튼 기능의 목록을 도출하기 위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G80, G90, 2019 쏘나타
DN8 을 기준으로 핸들 조절 레버와 같이 운전자의

표 1 OEM Driven 과 Platform Driven 의 VUI 특징

BMW :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제공하거나 내비게이션,
미디어 등의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주로 제공함
• AI 스피커에서 제공했던 홈
IoT 제어 서비스를 차에서

차량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 도출은
차량에서 이미 버튼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기능 중

1]과 같다. OEM Driven 의 경우 자연어로 차량

OEM
Driven

에이전트를 차량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공
• 컨텐츠 서비스를 연동하여

3.1 우선순위 도출 목적 및 방법

음성 에이전트 플랫폼을 차량에 적용한 Platform
Driven 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MercedesBenz :
MBUX

• 스마트폰 및 AI 스피커
환경에서 사용됐던 음성

3. 차량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
도출

사례 조사는 완성차 업체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짐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춤

현재 차량 내에서 음성 명령으로 제공하고 있는

구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함
• 운전자 주변 상황에 따라

세부 조작이 필요한 레버형 버튼을 제외하고 차량에

특징

공통으로 적용된 버튼 기능을 정리하였다.

• 자연어(ex.추워, 졸려 등)로
차량 제어가 가능해짐
• 멀티모달 환경에서 AI 기반

3.2 AHP 방법론을
우선순위 도출

학습을 바탕으로 상황과
운전자 특성에 따라 기능을
제어/제안
• 음성 명령의 의도를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한

음성인식

활용

본 연구는 인턴 과제로 실제 차량 버튼 기능의 사용
빈도 등 정량적인 통계 자료 사용이 불가하여 정성적
분석 방법인 계층화 분석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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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따르면 계층화 분석(AHP:

기능을 제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직접 조작 편의성은 1) 인지적 거리, 2) 직관도, 3)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이란 의사결정 목표

조작 뎁스 총 3 가지의 기준과 3 점 척도를 통해

또는 평가 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해 세부 요인 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휴리스틱 평가로 진행되었다. 1) 인지적 거리는 운전
중 버튼 기능 조작 시 운전자의 시선이 전방에서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 하는 기법이다. 또한, AHP

떨어지는 정도로 차량 버튼 기능을 제어할 때의

분석은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AHP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차량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물리적인 위치를 포함한다.
인지적 거리의 점수는 2019 쏘나타 DN8 차량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내부의 버튼 위치를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이
운전자의 시선 전방에 위치하고 멘탈 모델에 기반을
두어 주행 중 기능 확인 행위 없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3.2.1 버튼 사용 빈도 기준 우선순위
버튼 사용 빈도는 주행 중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기

제어할

위해 사용하는 버튼 기능의 사용 빈도이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버튼을

핸들(와이퍼/와셔, 방향 지시등)은 3 점, 운전자 시선
양 옆으로 위치해 있으며 기능 제어 시 버튼 기능을

통해 제어하는 것보다 음성이나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기능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상황에 따른 기능을 제안

확인하고 제어해야 하는 AVN, 히터콘트롤, 도어트림

수

있는

위치인

스티어링

휠,

스위치

또는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은 2 점, 기능 제어 버튼의 위치가 운전자의 시선
정면이 아닌 상단 또는 기울어진 각도에 있으며,

AHP 분석 기법을 통해 각 버튼 기능별로 사용
빈도가 높거나(1 점) 낮음(0 점)을 기준으로 상대

운전자가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버튼의 아이콘 및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로는

오버헤드 콘솔은 1 점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용어를 확인해야 하는 LWR C/PAD, 플로어콘솔,

방향 지시등, 공조 제어, 미디어 제어와 같이 운전
편의 기능 관련 버튼들이 상단에 위치하였다.
3.2.2 주행 안전 민감도 기준 우선순위
주행 안전 민감도는 주행 중 운전자가 기능을 직접
조작하거나 음성인식으로 기능을 제어할 때 발생하는
에러 상황이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른

그림 1 인지적 거리 기준의 버튼 위치 별 점수 기준

우선순위이다. 따라서 주행 안전 민감도가 높은
버튼일수록 음성으로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2) 직관도는 버튼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 버튼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 사용 용어가

아닌, 운전자가 기능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포함된다. 따라서 직관도가 높으면 3 점, 낮으면

직접 기능을 제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능이 차체의 움직임을 심하게 변경하거나,

1 점으로 점수를 작성하였다. 3) 조작 뎁스는
운전자가 차량 기능을 제어할 때 본래의 목적에

주행 환경에 밀접한 기능인지에 따라 운전자의 주행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의 정도이다. 따라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고(1 점) 낮음(0 점)을
버튼 기능별로 상대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뎁스가 적으면 3 점, 단계가 많으면 1 점으로 기준을
잡아 진행되었다. 도출된 결과로는 와이퍼/와셔, 방향

또한, 주행 안전 민감도 기준의 경우 각 버튼 기능별

지시등, 미디어 제어(음량 조절), 열선 제어, 실외

특성이 다르므로 AHP 분석 후 각 버튼 기능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작동 원칙, 제약 사항 등을 확인하고

미러 접이, 유리창 및 도어 제어와 같이 운전자가
주행 중 사용하는 빈도가 높거나 버튼의 아이콘 및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로는 전자식

위치가 직관적인 버튼 기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변속, 자동 정차 기능, 차제 자세 제어 등 차량 주행

3.4 버튼 기능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 도출 결과

상태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상단에 위치하였다.
3.3 직접 조작 편의성 기준의 우선순위 점수 도출

버튼 사용 빈도, 주행 안전 민감도, 직접 조작 편의성
3 가지의 기준을 통해 도출된 점수를 합산하고, 이미

직접 조작 편의성은 운전자가 기능 제어를 위해 직접

음성인식으로 제공하는 기능 사례와 사용자의 예상

버튼을 제어하는 행동의 편의성 정도이다. 따라서

발화 문장을 고려하여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점수 합산 후 도출된 결과로는 공조 제어,

직접 조작 편의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음성인식을
활용하여 기능을 제어하는 것보다 운전자에게 이미

램프, 열선 제어와 같이 운전 편의와 차량 내부 환경

익숙한 버튼 기능의 경우, 버튼을 직접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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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과 같은 기능이 음성인식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차제 자세 제어, 실외 미러 조절 스위치,

방향으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조등 위치와 같이 주행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4. 차량 음성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프레임워크
개발 및 활용

운전자의 직접 조작 편의성이 높은 기능은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점수 합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4.1 컨텍스트(Context)에 대한 이해

기반으로 현재 완성차 업체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의 경우, 음성 인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며 운전자의 경우 모든 차량에서

본 연구에서의 컨텍스트를 정의하기 위해 컨텍스트의
사전적 정의, 연구자들의 정의, UX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정의를 조사하여 “자동차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음성 제어가 가능한 기능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MW, Mercedes-Benz,
Alibaba RX5, THE NEW QM6 4 종을 기준으로

사용자 발화 의도 및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음성인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량 버튼 기능의

4.2 컨텍스트 프레임워크 기준 및 요소 도출

제어 사례를 조사하여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의 수가 많은 기능부터 상단에 위치시켜

In Vehicle VUI 환경의 컨텍스트 유형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재 도출하였다. 또한, 주행 안전 민감도

구조화하기 위하여 차량 컨텍스트 관련 기존 연구를

기준의 우선순위 상위 20% 이내에 포함된 버튼
기능은 음성 제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조사하였다. 박도은 외 2 명(2017)은 차량 컨텍스트를
자동차 내부 UI 요인, 환경적 요인, 사용자 관련

기반으로

요인으로 구분하여 컨텍스트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최종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그림 2]과 같이 도출하였다.

통하여 주행 중 운전자를 둘러 싼 시각, 청각적 요소,
차량의 내/외부 환경, 사용자 개인적인 인지 및 습관
요소가 사용자의 발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지우 외 4 명(2016)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 정보, 주변 환경 외
정보로 차량 컨텍스트를 구분하였다. 주변 환경
정보는 동적/정적 컨텍스트로 나뉘며 주변 환경 외
정보는 소셜, 사용자, 시스템 컨텍스트로 분류된다.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음성
에이전트 시스템은 차량이라는 디바이스 환경이
같으며 주행 중 변화하는 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박지우 외 4 명(2016)에서 도출한 컨텍스트
유형과 분류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컨텍스트

프레임워크

개발

목적이

발화시 누락된 사용자의 목적 즉,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가 이기 때문에 차량 VUI 환경의 컨텍스트
유형은 정보의 성격을 가진다고 정의했다. 기존 연구

그림 2 VUI 활용 사례 및 발화를 고려한 최종 우선순위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차량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자 ,
자동차, 환경(차량 내/외부), 분석 정보 총 4 개의

도출 결과 운전자 편의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기능이 음성인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용자, 자동차, 환경 정보의

주행과 밀접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 경우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정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성인식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와 같이

정보가 축적되고 학습되는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주행에 밀접한 기능인 경우, 운전자가 ADAS 와

있다. 따라서 컨텍스트 유형을 ‘시간(Time)’ 기준으로
하여 [표 2]와 같이 Sensing Data (센싱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을 발화하였을 때 음성인식을 통한 기능
제어가 아닌 AVN 화면을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Analysis Data (분석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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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컨텍스트 유형 및 정의
Context

상태 정보(사용자, 자동차, 환경)를 요청한다. 이때,
DM 에서 센싱 데이터에 요청하는 상태 정보는

Definition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객관적 정보로 사용자 발화 시점에 센싱을

2) DM 에서는 발화에 해당하는 상태 정보를 가지고
옴과 동시에 축적된 센싱 데이터를 사용자의 선호나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표면적인 상태 정보
사용자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능 사용 패턴 등의 정보로 가공한 분석 데이터도

상태 정보
User Status

전달된다. 4) 프로세싱 모듈에서는 전달된 센싱

on/off)
• 착석 정보 등

Sensing
Data
Vehicle Status

Environment
Status

주관적 정보로
파악하는 정보
Analysis
Data

가지고 온다. 3) 센싱 데이터는 DM 으로 가는 동시에
분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싱 모듈로

• 사용자 디바이스 상태
(배터리, 블루투스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사용자 선호, 기능 사용 패턴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5)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객관적인
상태 정보

피드백

• 차량 기능 on/off 상태
• 차량 위치 정보 GPS 등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컨텍스트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음성인식

• 차량 내/외부 공기 상태
정보
• 교통 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

적용한 후 1) 센싱 데이터를 활용한 시나리오, 2) 센싱

차량 내/외부 환경에 대한
상태 정보

센싱

결과도

히스토리 데이터로 사용되어 프로세싱 모듈로
전달된다. 음성인식 플랫폼에 컨텍스트 프레임워크를

플랫폼의 활용 방안을 [그림 4]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2 가지의 시나리오 중 센싱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표 3]와 같다.

분석하여

사용자 선호 및 사용 패턴
정보
Analysis Data

• 기능별 사용 패턴
• 사용자 생활 패턴
• 사용자 선호 기능 설정 값

4.3 컨텍스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자동차 VUI
플랫폼 활용 방안 및 VUX 컨셉 도출
도출된 In Vehicle VUI 컨텍스트 프레임워크가 실제
사용자 발화를 처리하는 음성인식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화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음성 인식 플랫폼에 적용하였다.

그림 4 Context Framework 시나리오 예시
그림 3 In Vehicle VUI Context Framework Ontology

표 3 VUX 시나리오–Sensing Data 및 Analysis Data 활용

음성인식 플랫폼에서 사용자 발화에 대한 컨텍스트를

시나리오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발화 시, 다이얼로그 매니저(DM: Dialogue
Manager)에서는 발화 시점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발화
처리
단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센싱 데이터에 표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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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차량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공조장치를 제어하는 상황
A 는 여름날 친구와 함께
음성 제어
‘공조 장치’

창문을 열고 이동 중, 에어컨을
켜기 위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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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능 제어 범위 및 서비스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 인식을 활용하여 차량

‘에어컨 틀어줘’ 라고 말한다.

기능
제어를 위한
컨텍스트
분석 01

기능
제어를 위한
컨텍스트
분석 02

플랫폼에서는 ‘에어컨 틀어줘’
에 해당되는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하여 센싱
데이터에 현재 사용자, 자동차,
환경 상태 정보를 요청한다.

내 지능형 음성 에이전트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사용
빈도, 주행 안전 민감도, 직접 조작 편의성 기준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음성 인식 사례와 버튼 기능별

분석 데이터에 운전자의
에어컨 기능 사용 패턴, 자주
설정하는 선호 온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특징, 예상 발화 문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In Vehicle VUI 환경의 컨텍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차량 컨텍스트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버튼 기능의 음성 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컨텍스트 유형을 도출하였다. 컨텍스트 유형의

평소 A 는 동승자와 같이
이동중일 때 에어컨 설정을
모드 SYNC, 온도 20 도,
세기는 중, 토출 방향은
몸통으로 설정했었다.

성격을 시간을 기준으로 발화 시점에 즉시 얻을 수
있는 센싱 정보와 오랜 시간 학습된 정보인 분석
정보로 구분하여 컨텍스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플랫폼에서는 센싱 된 상태
데이터를 통해 현재 동승자가
옆자리에 착석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 데이터에서

기존 음성인식 플랫폼에 적용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제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A 가 동승자가 존재할 때 직접
세팅했던 값을 가져온다.

단계와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컨텍스트 프레임워크는 주행 중 사용자의

파악된 현재 상태 정보와
사용자 선호/기능 사용 패턴
해당 발화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발화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석에
열려 있던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다. 동시에 공조 장치는
사용자의 세팅 데이터를 통해
에어컨 모드 SYNC, 온도

것이 중요한 차량 VUI 환경에서 운전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컨텍스트
요소들을 확인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버튼 기능의 음성인식 활용
우선순위를 도출함에 있어 버튼 기능 활용과 관련된
실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정성적

20 도, 세기는 중, 토출 방향은
몸통으로 자동 제어되었다.
Context
User
Status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했기 때문에 객관성에

Used Data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실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다시 도출한다면 더 객관적인 결과가

• 착석 상태 정보
(운전자/동승자/후석(좌/우)

도출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공조장치 on/off 상태
Sensing
Data

Vehicle
Status

Environment
Status
Analysis
Data

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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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가 어려워지고 제조단가가 상승하는 한계점이
추가로 발생한다[14].

요약문
본 논문은 심전도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특징추출
방식을 그 속성에 따라 계층적으로 적용하여 생성된
특징값의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대 99.91%의 인식률을 갖는 특징추출 방식 및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확인함으로써 특징값에서 다시
한 번 특징값을 추출하는 본 연구방법론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사용자의 신경계, 혈관계
등의 생리학적 원리에 의해 생성되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인마다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며, 외부 복제에 강한 내성을 갖는 다양한
생체신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당해 논문에서는 그중 개인 식별성이 가장 우수한
심전도 신호[13]를 이용한 다양한 특징추출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심전도 원본 데이터에 대해 3 가지 특징추출 계층으로
12 가지 서로 다른 특징값을 생성하여 6 가지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총 72 가지 결과
중 CNN Softmax 를 사용하여 중복되는 6 가지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66 가지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만약 동일한 원본 심전도 신호에
대해 특징값을 여러 번 반복하여 추출하여도 여전히
그 결괏값이 높게 나온다면, 해당 특징추출 방식은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제
인증간 사용 가능성 상승으로 귀결된다.

주제어
Electricardiogram, ECG, Identification, Pattern
Matching, Hierarchical Feature Extraction

1. 서 론
현재 상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문, 정맥
등을 이용한 바이오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고정적이고
표면적인 특징인 해부학적 지표에 기인하므로
위ㆍ변조 가능성이 높고[6], 이로부터 타인에 의해
개인인증 보안이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온, 습도, 산소 레벨, 혈중 및 혈중
산소함량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통한 복잡한 위조
판별 기술이 요구되지만[18], 이 경우 시스템의

그림 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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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심전도에
대한 배경지식 및 관련 연구내용을 서술한 뒤
3 장에서 심전도 측정 전 진행되어야 할 다양한 제반
사항 및 전처리, R-Peak 검출 등에 대한 내용을
나열한다. 이후 4 장에서는 3 개의 Layer 로 형성되는
12 가지 특징추출 방식을 설명하고, 이에 6 가지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결괏값을 상호
비교 및 평가한 뒤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표 2. 다양한 Non-Fiducial 방식에 대한 설명
Division
PCA

Study
J. Cho et al. [2]

Year
2017

CNN
DCT (FT)
Wavelet (FT)
STFT (FT)

R. D. Labaati et al. [12]
S. Raj et al. [15]
K. N. Plataniotis et al. [10]
J. Huang et al. [3]

2019
2017
2006
2019

3. 연구 재료 및 방법
3.1. 데이터 수집

2. 배경지식 및 관련 연구

심전도 원본 데이터의 측정을 위해 Physiolab 社
PSL-iECG2 Module(소형 ECG 심전도 심박 센서
모듈), PSL-DAQ(소형 2 채널 아날로그 신호 데이터
획득 모듈) 및 LAXTHA 社 의료용 건식 집게 전극을
이용하였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명시
하는 생체신호 센서의 신호품질 요구사항 및 사용성
요구사항[20]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고 있다.

심전도 신호의 특징추출 방식은 크게 연구자가 직접
그 특징값을 찾아서 지정해주는 Fiducial 방식과
머신러닝 등을 이용하여 고유한 특징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Non-Fiducial 방식이 존재한다.
2.1. Fiducial
안정 시 심장은 분당 60-100 회 정도의 전기적
자극이 동방결절에서 발생하며 우심방과 좌심방으로
전도된다. 이는 다시 방실결절을 거쳐 His 속과
Purkinje 섬유를 거쳐 심내막에 전달되고, 이것이
다시 심외막으로 전달되면서 심실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16].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심전도 측정시 PWave, QRS-Complex, ST-Segment, QT-Interval,
T-Wave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표 3. 개인인증용 생체신호센서의 신호 품질 요구사항
Contents
Signal Sampling
Frequency

Frequency
Bandwidth

Requirements
256Hz
or more
more than
10bit
0.5-35Hz
(included)

Electrode Types

-

ADC Resolution

이와 같이 심전도 신호가 갖는 다양한 고유한
특징점들을 연구자가 직접 특징값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Fiducial 이라고 한다. T. W. Shen et al.[17],
S. Lim et al.[14], J. Kim et al.[7] 등에서 심전도의
다양한 기준점을 검출하는 방식을 나열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전도
생체신호에 대한 기준점들은 다음과 같다[19].

Specification
1000SPS
(PSL-DAQ)
16bit
(PSL-DAQ)
0.3-35Hz
(PSL-iECG2)
Wrist clip type
(dry)

Meet
✓
✓
✓
-

심전도 원본 데이터 측정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왼손목에 +극과 접지(Ref.), 오른손목에 극을 연결하는 간소화된 Lead-Ⅰ 유도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실내 의자와 책상이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그림 2>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1. 개인인증에 사용되는 심전도 신호의 특징값
Division

Feature Values

Amplitude

4 contents including RS-Amplitude

Interval

13 contents including RR-Interval, ST-Section

Angular

3 contents including Angle Q, Angle R

2.2. Non-Fiducial
Fiducial 과 달리 연구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동으로 그 특징값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NonFiducial 이라고 한다. 심전도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인
CNN 을 비롯하여 PCA, DCT, wavelet, STFT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그림 2. 간소화된 Lead-1 유도방식을 이용한 심전도 원시
데이터 측정 예시

바이오 정보의 일종인 심전도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6]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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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생체정보 수집 동의서를
자체 제작 후 피실험자의 심전도 원본 정보 수집 전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3.5. 특징 추출 - Layer 1 (Fiducial)
Layer 1 에서는 Multi-Cycle[21] 또는 Multi-Peak
방식 중 한 가지를 적용하게 된다. 당해 연구에서
사용한 Multi-Cycle 방식은 Re-Sampling 이후 RRInterval 을 5 개 이어 붙였으며, Multi-Peak 방식은
Re-Sampling 을 생략한 채 R-Peak 을 중심으로
좌우 250 만큼의 길이를 추출하여 5 개를 이어붙였다
(<그림 3>, <그림 4>). 이때 17 개의 R-Peak 로
만들어지는 특징값은 13 개 이므로, 총 3276 개
(63 명×4 회×13 개)의 특징값을 생성하였다.

간소화된 Lead-Ⅰ 유도방식을 이용하여 20-40 대
남녀 63 명을 대상으로 심전도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약 20 초씩 4 회 측정하여 총 252 개 심전도 원본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3.2. 전처리

3.6. 특징 추출 - Layer 2 (Non-Fiducial)

최초 측정한 데이터는 모든 대역폭의 주파수를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전도 신호가 분포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0.05~150Hz)의 신호는 증폭하여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신호는 줄여 제거해야
한다[20]. 따라서 60Hz Notch Filter, 0.3Hz HPF 및
35Hz LPF 가 적용된 측정기기(PSL-iECG2)를
사용하였고, 측정 프로그램(PSL-DAQ RMSW, Ver.
1.0.0) 단에서 0.3Hz HFP 및 50Hz LPF 의 디지털
필터를 적용하였다. 코드 단에서는 biosppy 社의
biosppy.signal.ecg.ecg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FIR
3-45Hz
bandpass
filter 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Layer 2 에서는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FT)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푸리에 변환은
시간에 대한 함수에 대해 해당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작업이며, Layer 1 적용
이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신호를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이산 코사인
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및 낮은
주파수 성분은 높은 주파수 해상도로, 높은 주파수
성분은 높은 시간 해상도로 표현하는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특징값을
재추출하였다. 단, Wavelet Transform 은 계수만을
특징값으로 사용하였다.

3.3. R-Peak 검출

3.7. 특징 추출 - Layer 3 (Non-Fiducial)

심전도 원본 데이터에는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점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며 검출이
용이한 R-Peak 을 Moving Average 방식을 이용하여
검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biosppy 社
biosppy.signal.ecg. ecg 모듈(version = 0.6.1)을
적용하였다. 이때 연속한 R-Peak 사이의 간격을
RR-Interval 이라고 한다.

Layer 3 에서는 CNN 학습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ayer 2 까지 적용된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CNN 모델을 학습시키면 CNN Model 내부의 있는
weight 값이 조정되며, 이를 통해 고유한 특징값의
추출이 가능하다. 이때 학습간에 사용된 CNN
Model 의 Layer 는 <표 4>와 같다.
표 4. CNN(Conv1D) Model Layer 의 개요

개인별로 측정 시간이나 분당 심박수가 약간씩
상이하므로, 학습 데이터의 양을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63 명에게서 측정한 252 개(63 명×4 회)의 모든
심전도 원본 데이터 각각에 포함된 R-Peak 개수를
확인하였다. 그중 최소개수인 17 개의 R-Peak 만을
각 데이터의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사용하였다.

Layer (type)
Conv1D
MaxPooling1D
Conv1D
BatchNormalization
MaxPooling1D
Conv1D
MaxPooling1D
Conv1D
BatchNormalization
Conv1D
Conv1D
BatchNormalization
Dropout
Flatten
Danse (unused)
Danse (unused)

3.4. Re-Sampling (선택)
연속한 두 R-Peak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구에서는 특징추출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RR-Interval 을 데이터
길이가 500 이 되게끔 재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scipy.signal.resample
모듈(scipy.__version__
=
1.3.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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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Shape
(None, 2494, 16)
(None, 1246, 16)
(None, 1242, 32)
(None, 1242, 32)
(None, 620, 32)
(None, 616, 64)
(None, 307, 64)
(None, 301, 128)
(None, 301, 128)
(None, 295, 256)
(None, 288, 256)
(None, 288, 256)
(None, 288, 256)
(None, 73728)
(None, 256)
(None, 60)

Param #
128
0
2592
128
0
10304
0
57472
512
229632
524544
1024
0
0
18874624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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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전도 원시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 R-Peak 검출 후 Multi-Peak 방식으로 특징값을 생성하는 예시. (a) 심전도 원시
데이터(청색)와 전처리된 심전도 데이터(적색)를 표기한 모습. 기준선이 0 이 되게끔 균일하게 맞추어준다. (b) Moving
Average 를 이용하여 R-Peak 를 검출하는 과정. (c) R-Peak 좌우 250 만큼의 데이터 영역을 표기한 모습. (d) 앞에서부터
5 개의 구간을 차례대로 이어붙인 모습. 해당 특징값을 Multi-Peak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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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앞서 <그림 3>에서 (b)까지 진행된 심전도 데이터에 대해 Re-Sampling 이후 Multi-Cycle 방식으로 특징값을 생성하는
예시. (a) Re-Sampling 수행 전 심전도 데이터와 R-Peak 의 x 좌표를 표시한 모습. (b) Re-Sampling 수행 후 심전도 데이터와
R-Peak 의 좌표를 표시한 모습. RR-Interval 이 균일하게 500 으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 연속한 5 개의 RR-Interval
구간을 표시한 모습. (d) 연속한 5 개의 RR-Interval 구간만을 별도로 나타낸 모습. 해당 특징값을 Multi-Cyc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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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yer 1, 2 의 곱집합으로 형성되는 6 가지 서로 다른 심전도 특징값. (a) Multi-Cycle. (b) Multi-Peak. (c) MultiCycle + DCT. (d) Multi-Peak + DCT. (e) Multi-Cycle + Wavelet. (f) Multi-Peak + Wavelet.

표 6. Multi-Peak 를 적용하였을 때 결괏값

앞서
생성한
3276 개(63 명×4 회×13 개)의
특징값에서 2457 개(63 명×3 회×13 개)는 CNN
모델 학습용으로, 나머지 819 개(63 명×1 회×13 개)
는 생성된 CNN 모델의 검증용으로 사용하였다.

Feature Extraction Model [Accuracy]
Pattern Matching
Algorithms

4. 실험 및 결과 분석

GaussianNB
LogisticRegression
KNeighborsClassifier
RandomForestClassifier
SVC
CNN Softmax

4.1. 실험 결과
표 5. Multi-Cycle 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괏값
Pattern Matching
Algorithms
GaussianNB
LogisticRegression
KNeighborsClassifier
RandomForestClassifier
SVC
CNN Softmax

Feature Extraction Model [Accuracy]
Multi-Cycle
(None)
DCT
Wavelet
(None) CNN (None) CNN (None) CNN
0.9401
0.9474
0.8770
0.9838
0.9564
-

0.8740
0.9974
0.9557
0.9907
0.9911
0.9889

0.6849
0.9157
0.8773
0.9656
0.8366
-

0.7553
0.9891
0.8823
0.9104
0.9805
0.9575

0.9286
0.2612
0.5853
0.9411
0.8982
-

(None)
(None) CNN
0.9713 0.8987
0.9905 0.9991
0.9164 0.9707
0.9963 0.9985
0.9756 0.9988
- 0.9976

Multi-Peak
DCT
(None) CNN
0.7076 0.7940
0.9670 0.9957
0.9185 0.9148
0.9560 0.8843
0.8983 0.9930
- 0.9792

Wavelet
(None) CNN
0.9609 0.8825
0.1856 0.9985
0.7222 0.9661
0.9863 0.9927
0.9417 0.9951
- 0.9963

표 7. 각 알고리즘별 Accuracy 의 최대, 최소, 평균값
Pattern Matching Alg. # of data
GaussianNB
12
LogisticRegression
12
KNeighborsClassifier
12
RandomForestClassifier
12
SVC
12
CNN Softmax
6
Total
66

0.8165
0.9907
0.9497
0.9692
0.9845
0.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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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0.9713
0.9991
0.9707
0.9985
0.9988
0.9976
0.9991

Min
0.6849
0.1856
0.5853
0.8843
0.8366
0.9575
0.1856

Mean
0.8512
0.8532
0.8780
0.9646
0.9541
0.9843
0.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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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ogisticRegression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Accuracy 를 보였으나, Multi-Cycle 및 Wavelet 을
적용한 특징추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그
결괏값이 각각 0.261235(Multi-Cycle + Wavelet),
0.185592(Multi-Peak + Wavelet)으로 매우 낮았다
(<표 8>).

4.2. 결과 분석
<표 5>과 <표 6>를 통해 CNN 을 사용 유무에 따른
특징추출 방식의 Accuracy 를 비교한 결과, CNN 을
사용하였을
때
Accuracy 가
높았던
경우는
23 건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7 건이었다.
각 특징추출 모델과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그림 6>과 같이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특징추출 모델로는 Wavelet 을 사용하였을 때,
패턴매칭 알고리즘은 GaussianNB 을 사용하였을 때
Accuracy 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결괏값은 각각 0.928577(Multi-Cycle
+ Wavelet), 0.960928(Multi-Peak + Wavelet)로
단일 방법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와같이 다양한 특징추출 방식과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조합한 결괏값이 특징추출 방식 및
패턴매칭 알고리즘 각각의 Accuracy 에 종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곧 각각의 경우로 형성되는
곱집합에 대한 전수확인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본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실험 결과를 accuracy 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내용.
Rank
1

Feature Extraction Model
Multi-Peak + CNN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Multi-Peak + CNN
Multi-Peak + CNN
Multi-Peak + Wavelet + CNN
Multi-Peak + CNN
Multi-Cycle + CNN
Multi-Peak
Multi-Peak + Wavelet + CNN
Multi-Peak + DCT + CNN
Multi-Peak + Wavelet + CNN
Multi-Peak + DCT + CNN
Multi-Peak + Wavelet + CNN
Multi-Cycle + CNN
Multi-Cycle + CNN
Multi-Cycle + Wavelet + CNN
Multi-Peak
Multi-Cycle + DCT + CNN
Multi-Cycle + CNN
Multi-Cycle + Wavelet + CNN
Multi-Peak + Wavelet
Multi-Cycle + Wavelet + CNN
Multi-Cycle
Multi-Cycle + DCT + CNN
Multi-Peak + DCT + CNN
Multi-Peak
Multi-Peak
Multi-Peak + CNN
Multi-Cycle + Wavelet + CNN
Multi-Peak + DCT
Multi-Peak + Wavelet + CNN
Multi-Cycle + DCT
Multi-Peak + Wavelet
Multi-Cycle + DCT + CNN

Pattern Matching Alg. Accuracy
LogisticRegression
0.999084
SVC
RandomForestClassifier
LogisticRegression
CNN Softmax
LogisticRegression
RandomForestClassifier
CNN Softmax
LogisticRegression
SVC
SVC
RandomForestClassifier
SVC
RandomForestClassifier
LogisticRegression
LogisticRegression
LogisticRegression
CNN Softmax
CNN Softmax
RandomForestClassifier
SVC
RandomForestClassifier
SVC
CNN Softmax
SVC
GaussianNB
KNeighborsClassifier
RandomForestClassifier
LogisticRegression
KNeighborsClassifier
RandomForestClassifier
GaussianNB
CNN Softmax

0.998779
0.998474
0.998474
0.997557
0.997355
0.996336
0.996336
0.995726
0.995117
0.992980
0.992675
0.991073
0.990742
0.990742
0.990536
0.989089
0.988929
0.986434
0.986264
0.984460
0.983796
0.980492
0.979242
0.975579
0.971307
0.970697
0.969248
0.967033
0.966116
0.965610
0.960928
0.957547

Rank
34

Feature Extraction Model
Multi-Cycle

Pattern Matching Alg.
SVC

Accuracy
0.95635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ulti-Peak + DCT
Multi-Cycle + CNN
Multi-Cycle + Wavelet + CNN
Multi-Cycle
Multi-Peak + Wavelet
Multi-Cycle + Wavelet
Multi-Cycle
Multi-Cycle + Wavelet
Multi-Peak + DCT
Multi-Peak
Multi-Cycle + DCT
Multi-Peak + DCT + CNN
Multi-Cycle + DCT + CNN
Multi-Peak + CNN
Multi-Peak + DCT
Multi-Cycle + Wavelet
Multi-Peak + DCT + CNN
Multi-Peak + Wavelet + CNN
Multi-Cycle + DCT + CNN
Multi-Cycle + DCT
Multi-Cycle
Multi-Cycle + CNN
Multi-Cycle + DCT
Multi-Cycle + Wavelet + CNN
Multi-Peak + DCT + CNN
Multi-Cycle + DCT + CNN
Multi-Peak + Wavelet
Multi-Peak + DCT
Multi-Cycle + DCT
Multi-Cycle + Wavelet
Multi-Cycle + Wavelet
Multi-Peak + Wavelet

RandomForestClassifier
KNeighborsClassifier
KNeighborsClassifier
LogisticRegression
SVC
RandomForestClassifier
GaussianNB
GaussianNB
KNeighborsClassifier
KNeighborsClassifier
LogisticRegression
KNeighborsClassifier
RandomForestClassifier
GaussianNB
SVC
SVC
RandomForestClassifier
GaussianNB
KNeighborsClassifier
KNeighborsClassifier
KNeighborsClassifier
GaussianNB
SVC
GaussianNB
GaussianNB
GaussianNB
KNeighborsClassifier
GaussianNB
GaussianNB
KNeighborsClassifier
LogisticRegression
LogisticRegression

0.956047
0.95569
0.949738
0.947427
0.941690
0.941143
0.940148
0.928577
0.918499
0.916361
0.915677
0.914833
0.910396
0.898656
0.898348
0.898156
0.884313
0.882478
0.882282
0.877317
0.876986
0.874006
0.836645
0.816478
0.793952
0.755296
0.722220
0.707572
0.684859
0.585325
0.261235
0.185595

<표 8>과 같이 66 가지의 결괏값에 대해 Accuracy
열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 상위 10 개의

특징추출 모델 중 9 개, 하위 10 개의 특징추출 모델
중 3 개가 CNN 을 사용한 방식이었다. 특히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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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에 CNN 을 적용하여 추출한 특징값에 대해
LogisticRegress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0.999084 의 최대 Accuracy 를 보였으며, MultiPeak 에 Wavelet 을 적용한 뒤 LogisticRegress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0.185595 의
최소
Accuracy 를 보였다

다만, Layer 1 에서 Segment 의 수를 5 개보다 적거나,
더 많이 적용하여 실험하지 못한 점, Layer 3 에서
epoch 및 batch 의 변화에 따른 인식률 변화 추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사용한 다양한 패턴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CMC 곡선 등 보다 더 다양한
성능평가 방식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5. 결 론
단일 특징추출방식 및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각의 성질에 대해 국부적으로 연구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특징추출 방식을 직렬적으로
조합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심전도 특징추출 방식을 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계층적 특징추출 방식을 적용한 때도 그 특징값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하며 오히려 이러한 전수조사의
과정이 신빙성있는 실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당해 연구 통해 확인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Euclidean Distance 등 정합(Verification) 알고리즘을
통한 신뢰도 판별, 인원수 변화에 대한 인식률 변화량
확인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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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2 가지 특징추출방식 및 6 가지 패턴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은 <표 8>의 66 가지 실험결과를 heatmap 으로
시각화한 모습. 황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accuracy 를 기준으로 상위 10 개의 성능을 보인 조합이며, 청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위 10 개의 성능을 보인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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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동공은 빛의 밝기, 인지적, 감성에 의한
받으며 자율 신경계와 연관이 있는 곳이다.
시각적 자극으로 유발하는 감성에 의해 동공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인지적 부하 또는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성으로 인한 동공 크기
그 정도가 작을 수 있다. 즉, 자극의 종류가

1. 서 론
영향을
그래서
크기가
인지적
변화는
결과에

현대 사회 이전부터 감성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소통
도구이다. 감성은 에크만의 기본 감성(Ekman, P.
(1992)), 러셀의 차원 감성 (Russell, J. A. (1980))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감성의 요소 중 동공은 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오픈 데이터인 MAHNOBHCI(Soleymani, M., et al,. (2011).) 데이터 셋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유의확률(p<0.01)을 만족하고, 문헌조사와 결과가

의한 반사 작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Mathot,
S. (2018)) 이외에도 인지작용, 각성 정도(Naber &
Nakayama (2013)), 작업 기억, 시각 정보(Hess &
Polt (1964))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이전
연구들에 의해 입증이 되었다. 홍채의 근육은 동공

일치하는 변수는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 최대
팽창 시간이다. 특히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은
좌안과 우안에 상관없이 Arousal, Valence 감성

괄약근, 동공 산대근으로 이뤄져 있고, 이들은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불수의근이다. 즉, 동공은 사람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불수의근 영역으로 감성에
대한 순수한 반응을 추출할 수 있어 감성 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분에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기존 연구들은 동공 변수를 통해 에크만의 기본
감성(Ekman, P. (1992)), 러셀의 차원 감성(Russell, J.
A. (1980)), 사회 감성 등을 동공 지름(Bradley, M.
M., et al, (2008)), 동공 크기 변화율(김윤경, et al,

동공 변수,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 최대 팽창
시간

(2014)) 등을 통해 감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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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독립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감성에
따른 동공 반응을 정의하였다. 이는 실험 절차 및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공공 데이터 셋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rousal, Valence 의 차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인지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MAHNOB-HCI(Soleymani, M., et
al, (2011).) 데이터 셋을 사용했다. 이 데이터 셋의
피험자는 총 27 명(남 11 명, 여 16 명)이며 데이터는
얼굴 영상, 음성 신호, 시선 데이터, 신경계 생리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시선 데이터의 추출은 Tobii
X120 eye gaze tracker 를 사용했으며 피험자들은
20 개의 감성 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이 느낀 감성을
arousal, valence, dominance, and predictability 와
같은 감성 어휘를 리커트 9 점 척도의 self-reported
방식으로 표현했다.

[동공 크기]

2.1 동공 변수 선정
동공 변수는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 최대 팽창
시간으로 선정하였다. 교감, 부교감 신경과 편도체는
동공 팽창과 수축과 연관되어 있으며, 작업 부하량은
각성 수준과 동공 크기에 연관되어 있어(Hess, E.H.
and Polt, J.M. (1964)) 동공 특징 변수를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로 선정하였다. 인지 부하량은 각성
수준과 동공 팽창, 동공이 팽창되는 시간과 관련이
있어(Naber & Nakayama (2013)). 동공 특징
변수를 최대 팽창 시간(Oliva, M., & Anikin, A.
(2018))과 같이 선정하였다.
2.2 통계 분석 방법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주관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된 데이터이며 정규성을 만족하면
ANOVA 를 수행했다. 또한 사후 분석에서는
Scheffe 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3. 결과
3.1 통계 분석 결과
통계 분석 결과, 동공 변수인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 최대 팽창 시간은 유효확률(p<0.01)을

[동공 크기 변화율]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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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pos
itiv
e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
율
최대
팽창
시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성
(pvalue)

좌안

3.33

0.41

53.62

p<0.00
1

우안

3.42

0.45

198.0
5

p<0.00
1

좌안

0.19

0.05

31.94

p<0.00
1

우안

0.19

0.06

19.79

p<0.00
1

좌안

39.52

29.16

434.4
4

p<0.00
1

우안

41.69

28.86

420.8

p<0.00
1

표 2. Positive 감성에 대한 기술 통계 및 통계치

변수

평
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성
(pvalue)

좌안

3.4
1

0.47

151.9
2

p<0.00
1

우안

3.4
8

0.52

145.5
3

p<0.00
1

동공
크기
변화
율

좌안

0.2
1

0.07

6.99

p<0.00
1

우안

0.2
2

0.12

4.66

p<0.01

최대
팽창
시간

좌안

38.
56

26.21

364.6
3

p<0.00
1

우안

38.
31

27.46

376.5
1

p<0.00
1

[최대 팽창 시간]
[그림 3.1] 동공 변수의 Arousal, Valence 감성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변수

neg
ativ
e

동공
크기

평균

표준
편차

F값

relaxe
d

유의성
(pvalue)

좌안

3.72

0.51

53.62

p<0.00
1

우안

3.79

0.57

198.0
5

p<0.00
1

동공
크기
변화
율

좌안

0.26

0.97

31.94

p<0.00
1

우안

0.27

0.09

19.79

p<0.00
1

최대
팽창
시간

좌안

44.59

19.59

434.4
4

p<0.00
1

우안

44.07

21.33

420.8

p<0.00
1

동공
크기

표 3. Relaxed 감성에 대한 기술 통계 및 통계치

표 1. negative 감성에 대한 기술 통계 및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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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ro
usal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
율
최대
팽창
시간

평
균

표준
편차

F값

동공 크기 변화율, 최대 팽창 시간의 변수가
유효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변화율의 통계 분석 결과가 좌안과 우안에
상관없이 Arousal, Valence 감성 구분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연구에서 좌안과
우안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 어느 한쪽
눈만 측정해도 감성 구분 실험 시 신뢰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

유의성
(pvalue)

좌안

3.62

0.55

151.9
2

p<0.00
1

우안

3.72

0.58

145.5
3

p<0.00
1

좌안

0.24

0.08

6.99

p<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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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24 개의 비트맵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이미지 암호화 연구에 관한다. RGB 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의 경우 R, G, B 값을 2 진수로
변환했을 때 나타나는 8 개의 자릿수 값으로
총 24 개의 비트맵으로 표현가능하고, 이 비트맵은
노노그램(Nonogram)을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image-to-image 암호화 방식이 아닌
image-to-text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Image-to-image 암호화기법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암호화 하는 기법에는
Chaotic system 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Chaotic system 을 사용해서 암호화
전과 암호화 후의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고[2], 또
다른 연구에서는 Chaotic system 에 DNA
computing 기술까지 사용하여 이미지를 암호화 하는

주제어
이미지 암호화, 노노그램

기법을 제안했다[3].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이미지를
이미지로 암호화 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기법과
차이가 있다.

1. 서 론
타인의 정보를 해킹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데이터 전송에 있어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2.2 노노그램 문제 해결방법

해커에게 보여져서는 안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수 기술로 자리잡고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 데이터의 암호화 기법은 여러가지가
제안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를
Key 값을 사용해서 본래의 이미지를 알 수 없는 다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본래의 이미지로 복호화 할 경우 노노그램을 정확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노노그램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찾기 위한 연구는 이미
여러가지 진행되어 왔고, 컴퓨터상에서 노노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견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려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서 이미 연구된
노노그램 해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노노그램[1]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은 RGB 값에 따라서 8 자리의 2 진수값 3 개로
변환 가능하고, 각 자릿수 값을 사용하면 입력
이미지와 같은 해상도를 가지는 24 개의 비트맵을
생성할 수 있다. 각각의 비트맵은 0 을 빈 칸으로, 1 을
채워진 칸으로 해석하여 노노그램을 적용시키면
24 개의 비트맵을 만들 수 있는 24 쌍의 텍스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24 쌍의 텍스트 파일을 하나로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시킴으로써 암호화 시키고 이를
다시 원본 이미지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3.1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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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미지 암호화 및 복호화 전 과정의 개요도
본 논문의 기법은 최종적으로 노노그램을 사용해
이미지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텍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의 RGB 값을 기반으로
비트맵을 생성한다. RGB 값은 각각 0 에서 255 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2 진수를 사용해서 각
자릿수 마다 0 혹은 1 의 값을 가지는 8 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2 진수로 나타낸 RGB 각각의
자릿수에서 0 은 빈칸으로, 1 은 채워진 칸으로
생각하여 비트맵 파일을 생성하면 그림 2 와 같은
비트맵 데이터를 각 채널마다 8 개씩, 총 24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 3. 원본 비트맵의 데이터 분할
그림 3 처럼 원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비트맵의 가로 픽셀 수를 X 세로 픽셀 수를 Y 라고
가정하고 가로 영역을 N 개의 영역으로, 세로 영역을
M 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하나의 비트맵은 총
N  M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고 각 영역의 가로,

생성된 각각의 비트맵은 노노그램에서 비트맵 형식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숫자로 구성된 문제의 형태로
만드는 것처럼 본래의 비트맵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된다.

세로

픽셀

Y1,Y2 ,...,YM
생성된 N  M

수는
으로

각각
나타낼

X 1, X 2 ,..., X N
수

있다.

,

이렇게

개의 비트맵은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각각 다른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고
멀티스레딩을 사용한다면 이 데이터들을 복호화하는
작업은 원본 이미지 크기의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작업에 비해서 큰 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N  M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과정을 추가하여 데이터 전송 횟수를
한번으로 줄이고

그림 2.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전 비트맵 데이터

첫 번째 Key 로 사용해서 데이터의 암호화 효과를
가져온다. 오직 띄어쓰기와 숫자만을 사용하여

3.2 효율적인 복호화 및 다중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변환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X 1, X 2 ,..., X N ,Y1,Y2 ,...,YM 값을

하나의 텍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N 의 값을 가지는 a, 1~M 의 값을 가지는 b 를
사용해서 각 영역을 (a,b)로 표현하고 이 영역의 제일
왼쪽의 열부터 맨 오른쪽의 열까지, 그 다음에는 맨
위의 행부터 맨 아래의 행까지의 순서로 노노그램을
사용하여 비트맵 복원을 위한 숫자들을 구한 뒤

비트맵

데이터로 복호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비트맵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복호화와
다중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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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를 통해 구분하면서 텍스트 데이터에 채워
넣는다. 이 때, 다음 행 또는 열 혹은 다음 영역의
숫자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노노그램의 규칙을
사용하여 그 행 또는 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더하기 1 의 값을 전달 신호로서 텍스트
데이터에 넣는다. 예를 들어 (a, b)의 영역을 텍스트
데이터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넣어야 하는 숫자의
위치가 임의의 열에서 다른 열로 이동하거나 마지막
열인 경우에는

각 텍스트 데이터를 비트맵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첫
번째 Key 인

79

비트맵을 배치하는 24!(약 2 )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실험해봐야 한다. 이는 이중 암호화를
사용함으로써 원본 데이터가 제 3 자에의해 복화화될

임의의 행에서 다른 행으로 이동하거나 마지막 행인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존의
image-to-image 로 암호화 방법과 달리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암호화 함으로써 암호화된
데이터가 이미지로 복호화된다는 것을 은폐하여 제 3
자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복원하려는
발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경우에는 Yb  1의 값을 텍스트 데이터에 넣는다. 이
이

나타내는

영역부터

값이

없으면 텍스트 데이터의 해석이 불가능하고 각
텍스트 데이터를 해석해서 24 개의 올바른 비트맵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두 번째 Key 인 비트맵의 배치
순서를 모른다면 원본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X a  1의 값을 텍스트 데이터에 넣고

과정을 (X 1Y1)

X 1, X 2 ,..., X N , Y1,Y2 ,...,YM

원하는

순서대로 (X NYM ) 이 나타내는 영역까지 실행한다.
상기의 과정을 모두 실행하면 암호화된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고 이 텍스트 파일은 RGB 의 각
자릿수 마다 8 개씩, 총 24 개가 만들어진다.
3.3 암호화된 텍스트 데이터 전송 및 복호화 과정
24 개의 텍스트 파일을 전송할 때에는 암호화한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마다
데이터 번호를 나타내는 태그를 추가한 뒤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보낸다. 데이터를 받는 사용자는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각 텍스트 파일로부터 24 개의
비트맵을 만들고 생성된 비트맵들의 배치 순서를
암호화의 두 번째 Key 로 사용해서 각 텍스트
데이터의 태그와 맞게 배열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림 5. 노노그램 중복 답안 예시. 물음표는 어떤
값이라도 상관 없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한계점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본 알고리즘은 RGB 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에만 적용한 방법이라는 점으로,
다른 형식으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하려면
또 다른 알고리즘을 구상해야 한다. 두번째, 1 픽셀에
8bit 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양의 정수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로 암호화 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텍스트 데이터가 원본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보다
커진다. 세번째,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림 5 와 같이

그림 4. 원본 이미지와 잘못 복원된 이미지

중복되는 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4] 항상 원본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복원하지는 못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번째,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25 x 25 픽셀 크기의 노노그램 퍼즐을
1000 개 풀기 위해 약 30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5]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4. 결과 및 토론
본 논문에서는 RGB 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시킴으로써 이미지 암호화의 효과를 얻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상기에 제시된 방안은 노노그램과
image-to-text 기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알고리즘과 대비되는 의의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
만큼 여러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 와 같이 올바른 첫번째 Key 를
사용해서 복원한 24 개의 비트맵을 잘못 배치해도
원본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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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algorithm, Physics Letters A 346 (2005) 153-157.
3. Majid Babaei, a novel text and image
encryption method based on chaos theory and
DNA computing,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B.V.,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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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상황을 분석하고 대피자의
스마트 기기에 시각화하여 직관적인 대피를 지원한다.

본 논문은 동적 그래프에 의한 실시간 상황인지 대피

이때 상황으로는 이미 붕괴된 건물, 위험 지역 등을
안내하고 다른 지역이나 외부의 구조자와 소통하도록

경로 탐색 및 예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대피자의 상황을 스마트 기기에 의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피로를 예측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동적

한다. 이 시스템의 서비스를 통해 지진 재난 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 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그래프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상황을
분석하고 대피자의 스마트 기기에 시각화하여
직관적인 대피를 지원한다. 이때 상황으로는 이미

본 논문은 2 절에서는 공공 데이터에 의한 동적
그래프를 기술하고, 3 절에서는 이 동적 그래프를 통한
대피 경로 탐색 방법을 설명한다. 4 절에서는 개발한

붕괴된 건물, 위험 지역 등을 안내하고 다른 지역이나
외부의 구조자와 소통한다.

시스템을 보이고 5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재난, 지진, 상황 인지, 대피 경로 탐색

2.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
상황-인지 동적 그래프는 각 대피 장소와 대피장소

1. 서 론

사이의 거리, 위치 등의 속성을 정의하여 가중치

지진 재난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경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낸다. 상황-인지 동적 그래프의 각 노드
속성 값과 각 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요하다[1]. 대피 경로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많은

수집되는 공공 정보로 대피자의 대피 경로를 예측한다.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지도나 안내표시 등의 고정된
정보에 의지하는 방법이 많다[2]. 즉, 건물에 미리

이때 분석할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하는 가중치 그래프는 시스템에 등록된 기기

설치된 센서로 대피자의 위치와 상황을 분석하여

간의 거리를 가중치 값으로 하며, 특정 차량의 경로를

최적화된 대피 경로를 제공 하기도 한다[3]. 이러한
방법은 실내에 센서를 미리 설치해야 하고 복잡한 실내

탐색할 때 다음의 가중치 그래프를 이용한다.
2.1 구조

구조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건물 내의
사람 수와 비상구 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고 대피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제안하는 상황-인지 동적 그래프 G = (N, E, W)는
노드 집합 N 과 간선 집합 E , 간선의 가중치 W 로

있다[4].

붕괴되거나

구성된다. 이때 간선 집합 E 는 방향이 있을 수도

본 논문은 동적 그래프에 의한 실시간 상황인지 대피
경로 탐색 및 예측 시스템을 제안한다[5]. 이 시스템은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 시스템에 등록된 m개 대피소에
대해 그래프 노드는 N = {𝑠1 , 𝑠2 , 𝑠3 , … , 𝑠𝑚 } 이며, 간선은
E = {𝑒1 , 𝑒2 , 𝑒3 , … , 𝑒𝑚−1 }
이다.
여기서
노드

대피자의 상황을 스마트 기기에 의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피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𝑠1 , 𝑠2 , 𝑠3 , … , 𝑠𝑚 각각은 시스템에 등록된 m개의 대피소이고,
간선 𝑒1 , 𝑒2 , 𝑒3 , … , 𝑒𝑚−1 의 각각인 𝑒𝑖 는 대피소 𝑠𝑖 과 𝑠𝑖+1

그러나

재난으로

건물이

손실되면 경로 탐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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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를 연결하며 방향이 있다. 즉, 𝑒𝑖 =< 𝑒𝑖 , 𝑒𝑖+1 >이다.

3. 동적 실시간 대피 경로 탐색 알고리즘

가중치 W 는 대피소의 속성, 지금까지의 경로,
대피자와의 거리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실시간으로

그림 2 는 가상의 지진 발생 시 대피자의 위치에서
대피소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만 가중치가 생성된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이다. 그림 2 에서 사용자가 𝑠𝑢𝑠𝑒𝑟 에

변화하는 값이다.
예를 들어 가중치가 있는 이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는 그림
1 과 같이 표현한다. 대피소 노드 𝑠𝑖 , 𝑠𝑗 , 𝑠𝑘 , 𝑠𝑙 각각에 대해

있을 때 주변의 대피소들 간의 속성값을 분석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 때 𝑠3 이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므로 대피 경로를 안내한다. 이 때 검은색으로

간선은 𝑒𝑖,𝑗 , 𝑒𝑖,𝑘 , 𝑒𝑗,𝑙 , 𝑒𝑘,𝑗 , 𝑒𝑘,𝑙 , 𝑒𝑙,𝑖 이며 가중치와 방향이 있다.

표시된

노드 𝑠7 은

속성값이

0

을

가지므로

위험지역이며 대피 경로 탐색에서 제외한다.
𝑠1 에서 𝑠3 으로 사용자가 이동할 때에 재탐색이
이뤄지고, 대피소의 상황에 따라 𝑠9 가 새로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면 새로 경로를
생성하고 안내한다.

그림 1. 속성 가중치가 있는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 예

2.2 가중치 계산
가중치

𝑤(𝑒𝑢𝑠𝑒𝑟 , 𝑒𝑖 )는 한 간선 𝑒𝑖,𝑗 의 거리와 여러

속성의 정규화된 값으로 상황을 계산하여 실시간에
동적으로 변화한다. 이 정규화된 가중치 값은 계산한

𝐸𝐴𝑡𝑡 𝑖 를

모두

곱하여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속성은 대피 인원, 거리, 수용
인원, 위험 정도, 진원과의 거리 등으로 소셜 및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의
가중치는 아래 수식 1 과 같이 계산한다.
그림 2. 가중치가 생성된 가상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

𝑤(𝑒𝑢𝑠𝑒𝑟 , 𝑒𝑖 ) = 𝐸𝐴𝑡𝑡 𝑖

(1)

𝐸𝐴𝑡𝑡 𝑖 는 전체 대피소 m (i = 1,2, … , m)개에 대해 각

이와 같이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를 이용한 대피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그림 3 과 같다. 각 대피소에

속성의 값을 0 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해 가중치를

대해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속성값 𝐸_𝐴𝑡𝑡 𝑖 을

계산한다. 이 때 하나라도 속성값이 0 의 값을 가지면
곱에 의해 탐색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입력으로 한다. 전체 대피소 E 에 속하는 𝑒𝑖 에 대해
반복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각 대피소에

𝐸𝐴𝑡𝑡 𝑖 =

𝑛
𝑒𝑎𝑡𝑡 𝑛
𝑖 −min{𝑒𝑎𝑡𝑡 𝑖 }
∏𝑒𝑛=𝑎
max{𝑒 𝑛 }−min{𝑒 𝑛 }

대한 값을 업데이트하고 반영한다.
(2)

제안하는 탐색 알고리즘은 중요한 노드를 기준으로
가중치 값의 범위에 맞는 노드만 탐색함으로써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가중치에 의해
상황-인지 동적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면서

탐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가중치 범위 내에

𝑎𝑡𝑡 𝑖

𝑎𝑡𝑡 𝑖

있는 노드들 중 가중치 값이 큰 노드부터 탐색하여
이전에 지나온 경로를 찾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피 경로를 보여준다. 즉, 시스템에 등록된
대피소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표현함으로써, 시스템 환경 내에서 찾고자 하는

앞으로 대피해야 할 경로를 찾는데 초점이 있다.

대피경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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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에 등록된 대피소와 대피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상황-인지 동적 그래프를
제안하고 이 그래프에 의한 안전한 대피경로를
예측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제안하는
그래프는 모든 대피소의 속성과 대피자와의 관계를
가중치로 표현한다. 중요 노드를 탐색하면 연결된
간선의 가중치와 예측한 대피자 이동 거리를 비교하여
탐색할 노드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탐색 노드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탐색함으로써 시간을

그림 3. 상황 인지 동적 그래프를 이용한 대피 경로 탐색 알고리즘

단축한다. 최종적으로 대피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4. 시스템 개발

예측함으로써
제공한다.

지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다른

대피자에게

대피소를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상황-인지 동적
그래프에 의한 대피경로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Google Maps API 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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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research is suggesting safety light in
the highway/road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simultaneously and safely. Real-time safety light
system request users to prevent secondary vehicle
accident, to detour busy road, or to select alternative
transportation
matters.
For
these
objects,
App(mobile application) connecting with open API is

hybop@snu.ac.kr

real-time vehicle traffic applications in the sensor
network. Jang, Kim and Cho(2011) had developed
roadside warning in its application.

2.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design thinking
methodology is useful for extracting insights and

important for providing information. Development
of application represents three way like:

finding the needs of users. It refers to the activities of

(1)“Different way to work”, (2)“Wise way to work”,

study.

(3)“Refresh way to work”. This application allows
city workers to develop your personal commute and
recommend your service system “to select variables
using causal inference”. It provided users with
satisfactory commutes.

designing new experiences for users from a user
2.1 Design thinking methodology
The research follows design thinking, double
diamonds approaching incl. understanding and
discovering, defining problems, developing solutions
for needs and its delivery.
2.2 Insights

Keyword

According to the user observation and following in-

causal inference, mobile safety, driver personalization,

depth interview, we extracted several insights below:

big data, real-time system, safety light

• Car accident results delay on the roads by its lack
of specific information report as well as physical
obstacles.

1. Introduction

• Prior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report traffic accidents quickly in its

1.1 Sensor infrastructure on the highway/roads
The research on the smart highway was triggered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upports a convenient

situation.
• After reporting the car accident location, the

and intelligent driver context to decrease accidents

vehicle might be removed temporarily from the

by facilitating vehicle, environmental, road
information. (Jang and Kim, 2010) Hong et al.(2016)

road as quickly as possible.
• Anxiety of users occurred by the accident can be

also suggested a safety light module also working as

minimized by offering information on services

localized sensor unit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procedures simultaneously.
Ad ditionally, information flow is able to summarize

1.2 Application
Software as well as device has widely developed for
road safety over a variety of countries. Most recently,
Chen et al.(2019) proposed advanced model for

car accident management process from situation to
after service. In order to preserve accident clu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through accurate situation
aspects and context records from a var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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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roviders. To develop a system based on
the user's move, real-time data must be resourced

in-vehicle network and user’s smartphone, structures
the service of the safety program.

from multiple origins like API, authority, and third
parties.
2.3 Findings on the roads: target user study
User study including town watching (wild research),
in-depth interview, self-diary was introduced to the
research from service design toolkit.
• Quick access to insurance
• Unstable and being shrunk
• Gathering accurate accident log
• Confirmation of safety
Figure 2. function of Application for Drivers’ Safety

3. Design of Database
Extracted three combination of database is able to be
described like below:

3.1 DB of “Different way to work”
• Personalization service for user
• Decentralization of congested traffic for authority
• Importing [Traffic volume by time], [Dangerous
driving statistics (RISK, TRIP)], [Daily traffic
volume on the VDS_LCS operating area, for
Figure 1. Causal Inference and Use cases on the Highway

every hour] from Korean government open APIs.

To ensure these issue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real-time, which allows the driver to guarantee
safe commuting on the road in optimal condition is
required. In particular, the object of the application
is to find a way to identify the inconvenience of the
driver(user) and improve the information provided.

Table 1. DB Table for “Different way to work”
Index

Traffic

RISK

TRIP

VDS_LCS

Instrument

Instrument

Confounder

Volume
Type

Instrument

Because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e way to work
especially.
3.2 DB of “Wise way to work”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a “way to work”
assistant app and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is
important. With current road traffic information

Database on

(causal inference) to select meaningful variables from
commute routes (feature selection), users can select
commute behavior patterns and personalized data
registered on mobile. Especially, information through

• Assurance of {economy, punctual time} for user
• Decentralization of congested traffic for authority
• Importing [Current traffic], [Monthly weather
forecast], [Weather observation of specific area

a real-time database system formed by sen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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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road] from Korean government open APIs

as

and [Dust] from “Air_Korea”.

application will also make linked products like:

Table 2. DB Table for “Wise way to work”
Index

Type

Current

Monthly

Weather

traffic

weather

observation

forecast

of area

Confounder

Confounder

Instrument

a

service

tailored

to

the

individual.

The

• Personalized service for rush hour pass to work
• Decentralized traffic which is congested

Dust

• Traffic measurement and notification by time

Confounder

3.3 DB of “Refresh way to work”
• Assurance of safety, time reduction for user
• Quick clear of accident on the road for authority
• Importing [VDS by lane], [Speed per direction],
[Local route speed by hour] from open APIs

Table 2. DB Table for “Refresh way to work”
Index

Type

VDS by lane

Confounder

Speed per

Local route

direction

speed by hour

Instrument

Risk factor

4. Result of Display Delivery
Based on big data and API resourced from public
infrastructure, this study established a system that

Figure 3. Table of IA for a way to work

analyzes traffic congestion problems. In the rush
hour for commuting, the situation occurs frequently
in unexpected road conditions and “going to work”
journeys, and accesses personalization patterns as
data. We provided an easy way to solve the problem
using the mobile app development approach without
equipping to develop a new device for the car.

The final goal of this application is the safety of
commute and a satisfactory commute. It can be
organized into a single chart. It reflects the user's
(driver's) personal patterns such as requirements
changes set by the user, content registered in health
care, driving habits, and features built into the
application, so it changes the functions mounted in
real-time. Also, guided transportation routes depend

4.1 Display: Different way to work
The application suggests users a different way which

on the user’s condition and the weather that users
can safely and get a destination on time. It is linked

is not the same way he/she used to pass. Operating

with the safety lighting system installed on the road,

the app to use the best route using big data (weather,
current traffic conditions, rest stops, shelter shelters)

the road situation is received in real-time, and when
an accident occurs, the accident information is

with user sleep time and custom arrival time settings,

provided first and another route is suggested. It can

daily weather information and fine dust information.
Driver(user) generated features are mainly focused

relieve the anxiety of users. It can be extended to
safety and satisfaction.

on understanding individual patterns and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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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isplay: Wise way to work
Weather and road condition is important for
decision

making

of

driving

on

every

route.

Depending on precipitation, fine dust, road
conditions, etc., carpools, public transportation, and
personal mobility recommendations can be provided
via the app. It suggests the right commute (from

For these objects, vehicle(on-board-diagnostics) and
insurance(original driver experience data) can be
optionally provided as material. Based on the data,
public data can be added to provide a temporary
bypass to quickly resolve accidents on the way to
work and to minimize congestion on subsequent
vehicles.
• Time reduction

home, to work) information.

• Ensuring safety for drivers

• Decreased load on road which is spread by public
transportation

• Fast road accident management
• Follow-up vehicle traffic distribution

4.3 Display: Refresh way to work
In the event of a pleasant and on-the-road traffic

The AI-based value creation approached by this

accident, the driver will work closely with road
management authorities, insurance companies, and

system leverages data from road traffic environments

auto parts companies to use ioT(internet of things)
sensors and big data to quickly resolve congestion on
the road and drive backwards. We will build a

and map information systems to help coordinate
overall traffic. Representing three-way like:
(1)“Different way to work”, (2)“Wise way to work”,

service that maintains the trust of the route by

(3)“Refresh way to work” pursue to instill a happy
memory of commuting. To all users who commute

minimizing the loss time of accidents to well-

by highway/roads, the application will contribute to

intentioned vehicles in use.

creating a balanced condition through a stable day
life.

Figure 4. Guidance Application for Drivers’ Safety at Moving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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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및 방법

요약문

오늘날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 카페, 병원,
동사무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패스트푸드점은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롯데리아의 경우 61.2%의 입점률을 보이며
맥도날드는 59.5%, KFC 는 무려 93.8%의
도입률을 보인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를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먼저 웹 리서치를 통하여 유저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 후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논문 조사와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무인 키오스크는 인지
능력이 낮은 노인과 키가 작은 사람, 휠체어
장애인을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우리는
그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우리는 키오스크가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기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약자와 무인
키오스크 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자들이
무인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겪는 불편함과 니즈를
발견하였다. 이후 약자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키오스크, 패스트푸드점, 디자인 가이드라인, 약자,
노인, 휠체어 장애인

2. 약자에 대한 이해
2.1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법’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에서는
65 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및 운동 능력의 저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 소득원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심리적 문제,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발생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많은 곳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키오스크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 키오스크는 복잡한
사용절차와 높은 터치스크린의 위치로 인하여서
키가 작은 사람, 휠체어장애인, 인지 능력이 낮은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BLOTER, ‘노인을
위한
IT
는
없다.’
http://www.bloter.net/archives/354238)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되고 있는 노인, 키가 작은
사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노인들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및 인지적 능력 저하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새로운 기기의 등장,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금융서비스 이용, 온라인 쇼핑 등의 IT
기술 활용에 큰 불편을 호소한다. 시력저하로
인해서 작은 글씨를 잘 볼 수 없으며,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
중에서는 이전에 스마트폰, 키오스크, ATM 기기와
같은 터치스크린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기에 사용과 학습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키오스크의 경우 터치스크린, 작은 글씨, 복잡한
구조 등 노인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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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어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게다가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입 중이고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들에 점점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키오스크 간편모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키오스크에 대한 이해
3.1 키오스크에 대한 이해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과 사운드·그래픽·통신카드
등의 멀티미디어기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이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형태를 가진다.
키오스크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약국, 카페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된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각
기관들은 안내 인력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
휠체어 장애인이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서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앉은 키는 19 ~
59 세 평균 934mm 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키이다. 보통의 키오스크는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은 손이 닿지 않아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일정거리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그래서
키오스크와 상호작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화면상단을 누르는 데에 제약이 있다.

3.2 패스트푸드점 내 키오스크의 문제점
패스트푸드점을 연령대별로 사용성 인터뷰를 한
논문(황성원, 김현석, 패스트푸드점의 무인 주문
결제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 2019)을
참고하여 키오스크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키오스크 사용성에 대한 heuristic 분석을 통해 표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패스트푸드점 내 키오스크의 문제점

카테고리

문제점

물리적 부분

화면의 높이

인터페이스

버튼

텍스트
화면전환,
네비게이션

음식 카테고리

콘텐츠

시작화면
음식설명

- 화면이 세로로 긴 형태라서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 키오스크의 외관 디자인은 각 브랜드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는
디자인이다.
-이전, 다음, 삭제 버튼 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
-버튼 간의 간격이 좁아 잘못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키오스크의 화면이 작아서 노인들이 보기에 폰트 크기가 작게 보인다.
-키오스크를 진행하는 동안 각 화면이 무엇을 진행하는 화면인지
인지하기 쉽지 않다.
-세트 주문 시에 세트메뉴 옵션의 추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카테고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search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접 다양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한다.
-주문을 시작하기 위한 첫 화면 터치가 처음 키오스크를 접하는
사람에게 낯설어 망설이게 한다.
-제품 종류가 많아서 원하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 화면에 표시되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서 한 눈에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제품의 대한 설명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햄버거의 특징을 이미지로만 구분하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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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는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장바구니 담기

결제

기타 고려사항

4. 패스트푸드점
가이드라인

내

-세트 주문 시에 세트메뉴 옵션의 추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원하는 수량만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하단의 주문 내역이 나오는 화면이 시야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어서 잘
안 보인다.
-주문 변경 및 취소를 위해서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결제화면과 주문내역이 한 화면에 동시에 제공되어 복잡하다.
-결제할 때 카드 투입구 부분을 한번에 찾기 어렵다.
-결제과정에 대한 설명이 같은 폰트, 같은 색상이라 중요한 정보만을
바로 파악하기 힘들다.
-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른 메뉴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주문과정, 결제과정에서 막히더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키오스크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초조함을 느낀다.

키오스크

너비 300 mm, 높이 550 mm 를 안쪽으로
파여지게 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더 가까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

4.1 물리적 부분

(참고문헌 - Size Korea https://sizekorea.kr/)

• 키오스크 형태

• 화면의 높이

그림 2 화면의 높이

신체 치수 데이터를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높이를
계산하였다. 키오스크 화면의 최상단의 높이는
사용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높이어야
한다.

그림 1 키오스크의 형태

키오스크 몸체의 아랫부분은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패어 있어야 한다. 19 세에서 59 세의
휠체어 사용자의 (99 분위 기준-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앉은 무릎높이는 526 mm 이고 앉은 엉덩이
무릎 수평길이는 605 mm 이다.
사용자와
키오스크 간의 거리가 300 mm 일때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키오스크 몸체 아래 부분이 약

19~59 세의 휠체어 장애인의 앉은 상태의 어깨
높이(50 분위)는 881 mm 이고 팔길이는 567
mm 이다. 사용자와 키오스크 간의 거리가 300
mm 일때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의 범위는 최상단
높이 1281 mm 이고 최하단 481 mm 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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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세의 일반인(10 분위-우리의 대상은
일반인 중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10 분위로
계산하였다. )의 어깨 높이는 1271 mm 이고
팔길이는 533 mm 이다. 사용자와 키오스크 간의
거리가 300 mm 일때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인(10 분위)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의 범위는
최상단의 높이는 1671 mm 이고 최하단의 높이는
871 mm 로 계산할 수 있다.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 권고함.)
• 입력 상자
-입력 상자의 레이블은 입력 상자의 앞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이며,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의 레이블은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상자의
뒤에 배치해야 한다.
• 체크 상자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서로 공유하는 범위는 871
mm ~ 1281 mm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키오스크 화면의 세로 길이는 약 400 mm 로
정하였다.

-체크 상자는 그룹으로 묶이더라도 개별적인
체크/언체크가 가능하다.
• 아이콘
-동일한 기능을 실행하는 아이콘의 이미지는
항상 같아야 하고 레이블과 명칭도 같게 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Size Korea https://sizekorea.kr/)

• 텍스트

4.2 인터페이스

-텍스트의 높이를 4 mm 이상으로 한다.

• 화면의 높이
-버튼은
누를
수
affordance(행동유도성)를
모양이어야 한다.

있는
줄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 권고함.)

요소라는
수
있는

-텍스트와 배경 간의 최소 명도 대비를 3:1
이상으로 한다.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보이도록(예: emboss
효과, 그림자 등) 설계하면 기타 그래픽적
요소와 차별될 수 있다.

(WCAG 2.0에서 권고함.)
-고령자를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

-비활성화 버튼은 누를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
보여야 한다.

외래어가

쉬운

말로

• 화면 전환

(예: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튀지 않는 컬러,
경계선이 없도록)

-페이지 이동: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이며 디음
페이지 혹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예: 다음 페이지로
가는 화살표 등)

-그룹 컨테이너로 묶인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은 그 중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관례임.
-선택된 버튼은 직관적으로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화면을 전환할 때 단서를 남겨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체크표시, 음영 효과 등)

• 음식 카테고리

• 버튼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버튼은 시선의 흐름에 따라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 버튼을 클릭하면 눌려졌다 올라오는 것과
같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각 음식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주어야 한다.

• 텍스트 버튼 크기

-카테고리 버튼이라고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버튼의 가로 길이는 검지 크기인 22mm
이상으로 한다. (10~70세의 검지 관절 너비의
최댓값은 약 22mm).

• 네비게이션(빵부스러기)
-위치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

-버튼의 세로길이는 사용자의 버튼을 누르는
정밀성을 낮추기 위하여 20mm이상으로 한다.

-홈화면으로
바로
제공해야한다.

• 버튼 간격

갈

수

있는

버튼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아이콘이어야 한다.

-NDA에서는 컨트롤 간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지만 손떨림 증상이
있는 노인을 위해 간격을 10mm 로 키우기로
한다.

(예: 화살표, '다음페이지'라는 텍스트의 버튼,
집 모양 홈아이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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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콘텐츠
• 시작화면
-일반모드와
여지를 준다.

5. 결론
간편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본
연구는
약자들이
패스트푸드점
무인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키오스크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이 아닌, ‘간편
모드’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통해
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간편 모드’를
사용하여서 시간이 없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다루기 피로한 경우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간편모드는
키오스크같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빠른 주문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드이다.)
• 음식 설명
-화면 크기를 세로 400mm, 가로 500mm라고
했을 때(보통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니터가
가로이기때문에
가로로
더
긴
형태로
제안한다.) 음식 메뉴 버튼의 크기는 가로세로
70mm 이상이어야 한다.

웹과 논문을 통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패스트
푸드점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사용자는 휠체어 장애인 및 키가 작은
사람과 노인으로 설정하여 기존 키오스크보다 더
폭넓은 사용자를 포용하려 노력하였다.

-한 화면에 보이는 음식은 2~3줄 이내, 한
줄에 4개 이내로 보여줘야 한다.
- 음식 이름이 음식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음식 및 재료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장애인, 키가 작은 사람들부터 키오스크의 복잡한
절차를
어려워하는
노인들까지,
기존의
키오스크로 인해서 소외되던 사람들도 보다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에 담기는 애니메이션을 주어 이해를
도와준다.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의 품목과 수량이 잘
보이도록 한다.

-배출구에서 나온 영수증, 티켓, 현금 또는
카드가 20 mm 이상 되도록 한다.

이후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작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사용자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직접 키오스크를 제작하여
실제 이번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노인, 휠체어
장애인, 키가 작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NDA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erminals
Accessibility’에서 권고함.)

참고 문헌

-삽입구는 깔때기
설계되어야 한다.

shape)으로

1. 산업표준심의회,
공공무인단말
접근성
국가표준(ks x 9211), 2016, P.6-7, 10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2. 국가기술표준원, Size Korea(사이즈 코리아)
https://sizekorea.kr/

-품목 삭제와 변경 버튼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 결제

모양(funnel

3. 황성원, 김현석,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 2019, 1-11

• 기타 고려사항
-공공 단말기는 사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마주영,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GUI)디자인에서
버튼의 시각적 요소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티켓 발권기를 중심으로-, 2009

(예: 광고, 홍보성 등)
-시각장애인이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텍스트를 사전 녹음하여 음성 출력을
제공한다.

5. 홍승윤, 최종훈, 고령자의 특성을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UI 연구, 2019

반영한

-고령자를 위해 텍스트를 기계음이 아닌 음성
녹음된 소리로 출력하여 이해를 쉽게 도와준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예: 호출 버튼,
설명 모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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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식을 통한 효용성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가공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다.

요약
대기 오염 심화로 인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상 제품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서 환기, 공기청정기 사용 여부, 마스크 착용

1.2 연구 목적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사용 상황과 그에
따른 적합한 시각화 유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지닌 의미를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과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받고자 한다는
사용자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소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20 대 남녀 11 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관심도에 따라 적합한

미세먼지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용자가 데이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데이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인터렉션 연구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1.3 연구 방법

데이터 표현 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행동 유도가 가능한
일상제품 내 반응형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방식에 대한 선행 사례
비교와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과정과 시각화
방식에 대한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탕으로 제안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직접 활용하게 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주제어

피드백 수집을 진행하였다.

미세먼지, 데이터 시각화, 공기청정기, 사용자 경험
(UX)

2. 문헌 연구
2.1 문헌 연구 목적

1. 서 론

본 문헌 연구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시각화 방식의

1.1 연구 배경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시각화 선행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대기 오염 심화로 인해 환기, 공기청정기 사용 여부,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이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앱/웹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명확히 하고는 있으나 데이터가 활용될 장소, 상황 등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효용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 방식을 통한 직관성과 상황에 따른

2.2 선행 시각화 사례 분석
• GUI를 활용한 시각화 사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상위
5개의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 ‘미세미세’, ‘Air
Visual’, ‘에브리에어’, ‘원기날씨’, ‘미세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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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아이콘 및
컬러 변화, 수치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포털 웹 사이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그래프 표현 및 수치 제공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앱과 웹에서는 시각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
현재 공기 질에 대한 심각성을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방식을

3.2 인터뷰 방법 및 질문 내용
인터뷰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앱 혹은 웹 검색을 사용하는 20 대 남녀 11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앱을 사용한지 6 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구글플레이 1 위 앱 '미세미세’를
실제로 사용하게 하였고,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과정과 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질문 총

사용하고 있다.
• 물리적 형태를 활용한 시각화 사례

20 개를 구성하여 30 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London-eye chart는 두 가지 상반되는 컬러에
각각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을 표현하여 하나의
거대한 차트인 관람차에서 실시간으로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1]. Dataponics:
Human-Vegetal Play는 인간의 행동과 식물의
생존 환경 요건을 매핑하여 사용자와 제품 간의
인터랙션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례에서는 일상 제품이나 사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3.3 주요 인터뷰 결과 분석
• 미세먼지 데이터 접근 상황 및 데이터 확인 매체
참가자들은 보통 외출 전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했으며, 미세먼지 알림 어플리케이션,
날씨 어플리케이션, 검색엔진 등을 사용했다.
외출을 급하게 할 경우, 참가자들은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번거로워했다. 이처럼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에 일상공간인 집에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을 원한다는

제공하였다.

것을 알 수 있었다.

2.3 선행 시각화 사례 한계점

•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과정

기존 어플리케이션 및 포털 웹 사이트에서는 아이콘,
그래프 등과 같은 시각적 요소의 변화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쓴 아이콘과 색 변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을 유추하여,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 혹은 환기 등의 행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활용될 장소와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제품의 경우,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다소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행동을 유도하는
텍스트와 같은 형태 존재가 미비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또한,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인 환기의 효율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의 필요성을

인터페이스와 제품, 두 가지 분야에서의 데이터
시각화 방식을 결합할 경우, 각 장점을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더욱 효용성 있게 인식을 하도록

언급하였다 [3].
•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

도울 것이다.

데이터의 표현 방식은 주로 이모티콘 표정 구분,
Gage-Bar 형태의 구분, 수치에 따른 색 구분,

3. 심층 인터뷰

수치 그래프, 언어적 구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관심도에 따른 데이터 시각화
형태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참가자들은 색의
구분과 같이 단순한 형태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유발한다고 답변했고, 수치 그래프 및

3.1 인터뷰 목적
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매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에
따른 인지 및 활용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된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자료를

텍스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용이하다고 답변했다.

수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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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일상제품
형태에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반응형 시각화 방식
심층 인터뷰의 결과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 몰입’ 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요구하는
데이터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몰입’ 과정 각 단계의 관심도를
‘거리’에 대입하여 단계에 따른 차별적 정보

그림 1 관심도에 따른 데이터 형태 분석 도식화

제공하고자 한다 [5].

3.4 심층 인터뷰 결론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대부분 [표 1]과
같이 무관심-관심 및 몰입과정-데이터 몰입 과정과
3 단계의 ‘데이터 몰입’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데이터 몰입’ 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표현 방식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시킬 때
데이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동을 취하려는
순간, 즉 2 단계 과정에서 3 단계의 과정의 단계에서
참가자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그림 2 Hall 의 공간근접학 활용한 관심도에 따른 거리 설정

4.2 디자인 사례: Pure Time
위의 디자인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데이터
시각화 활용 제품 인터페이스 Pure Time 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기 청정기 내에 데이터가
시각화된 인터페이스가 부각된 제품으로써, 실내의
공기 청정을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활용한 적절한 행동을 유도한다.

있었다.
표 1. 데이터 몰입 과정

1. 무관심

사용자가
주어진 정보의
유무에 대해
간단히 인지할
수 있는 단계
수용 가능 정보
난이도 하

2. 관심 및
몰입과정
사용자가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받아들여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
수용 가능 정보
난이도 중

3. 데이터 몰입
사용자가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를 기억 및
활용하는 단계
(정보에 깊이
파고 들게 됨)
수용 가능 정보
난이도 상

그림 3 Pure Time 실제 제품 외관 렌더링

4. 디자인 제안

• 디자인 컨셉

4.1 디자인 방향 도출

문헌 연구의 선행 사례 한계점을 통해, 제품과
앱의 장점을 더하는 방식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더욱 효용성을 가질 것이라는 결론을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행동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일상제품 형태 내에 디스플레이를
부착시킨 디지털 디바이스 형태를 고안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에 비교적

내렸다. 또한 심층 인터뷰의 결과 분석을 통해,
데이터 확인 매체 선호도에 대해 사용자는
일상공간인 집에서 최소한의 행동으로 데이터를

거부감이 적은 2030 세대층을 타겟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1인 가구 층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는 강제 환기 시스템과 같은 강제 환기

• 일상제품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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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치가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환경에서 ‘환기’ 관련 데이터를 받아 직접
환기하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공기청정기의 사용과 환기가 필요한 적절한
‘시간대’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벽시계 디스플레이에 시각화된
실내/외 미세먼지 데이터를 삽입하여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비교 및

통해 호흡이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에, 크기 변동의 폭이 좁고, 빠른
속도, 알림,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빨간색
그래픽 모션을 통해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을
표현하여,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므로 당장
환기를 해야겠다는 행동을 유도하였다.

환기 시간 확인하는 컨셉을 설정하였다.

그림 4 실제 일상생활에서 제품 설치 및 사용 모습

• 데이터 시각화 방식의 특징
그림 5 무관심 1 단계 중 기본상태 인터페이스 디자인
예(위), 무관심 1 단계 중 환기 필요상태 인터페이스
디자인 예(아래)

일상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 2]와
같이 3단계의 ‘데이터 몰입’ 과정에서 관심도를
거리에 대입하였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형태
그래프를 고려하여 각 단계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림 5]와 같이 사용자가 제품에 가까이 다가가면
초음파 센서로 사용자가 위치한 거리를 인식한다.
인식된 거리를 통해, 사용자는 실시간 실내/외

시각화 형태를 매칭시켰다.
표 2. 데이터 몰입 과정에 따른 적절한 데이터 삽입 예

1. 무관심

2. 관심 및
몰입과정

120cm 이상

120cm 이하

비교적 단순한

전 단계에 비해
데이터의 세부화
및 다양성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필요성

세부적인 정보

미세먼지 농도에

실시간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따른 환기 안내

미세먼지 농도

별 행동 방침

정보
큰 모션 (시각적)
관심 유도

3. 데이터 몰입
시계추 형태의
PUI 활용

본 연구의 데이터 시각화 제품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림 4]와 같이 시간 확인뿐만 아니라 실내 농도
데이터에 따라 천천히 숨을 쉬거나 혹은 빠르게
숨을 내쉬는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다. 크기
변동의 폭이 넓고, 속도가 느린 그래픽 모션을

미세먼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데이터를 비교해볼 수 있다. 또, [그림 6]과
같이 사용자는 시계 컨셉을 연상시키는
시계추(PUI)를 통해 자세한 실내/외 미세먼지
수치와 이를 기반에 둔 행동 방침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는 일상공간 안에서 더욱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점점 거리를 좁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통해 단계별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필요에 의해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관심 및 몰입과정 2단계 인터페이스 디자인
예(좌), 데이터 몰입 3단계 인터페이스 디자인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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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테스트를 통한 점수 척도는 1 단계의 환기
행동 여부 평가 항목으로 제외하고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6. 논의
본 연구의 디자인 제안은 ‘데이터 몰입’ 과정 각
단계의 사용자 ‘관심도’를 ‘거리’에 대입하여 단계에
따른 차별적 정보 제공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용자
의도와 일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 단계,
3 단계의 경우 시각화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그림 7 관심 및 몰입과정 2 단계에서 데이터 몰입 3 단계의
인터페이스로 진행하는 PUI 사용방법 예

5. 사용 관찰 테스트

하지 않을 경우, 제품 인터페이스의 접근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변화되는
상황을 ‘거리’를 통해 고려하는 방법 외에 명확한
구분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안된
디자인은 1 인 가구층을 타겟을 잡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할 때라면 어떤 식으로 제품의

5.1 테스트 목적
제안한

Pure

Time

디자인이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때,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의 방해 여부, 그리고 형태 디자인과 정보
데이터의 어울림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본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단계적 인터페이스를 보여줄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7. 결론

5.2 관찰 방법 및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달 방법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기존

평소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활용하여 주 5 회 이상 확인하는 20 대 중반
일반인 7 명을 대상으로 사용 과정 관찰 및 이후
설문조사를 약 40 분가량 진행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는 연구실에서 실제 상황처럼 유도하기 위해서
제품을 설치한 후 진행되었으며, 기본 수학 문제를

데이터 시각화 사례 방식을 확인하고, 실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제공받는 사용자들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응형 인터렉션 과정을
도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디자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테스트 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의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일상제품 인터렉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한 몰입을 이끌며,
데이터를 보고 사용자가 스스로 환기나 공기청정기
활용 등과 같은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장소 및 사용자 등을 고려한 시각화 방식을
응용한다면 사용자에게 주기적이고 효용적인 데이터

풀기 등과 같은 테스크를 주고, 그와 동시에 제품의
사용과정을 지켜보았다.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3 테스트를 통한 점수
표 3. 사용성 테스트 평가표
단계별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1 단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환기로 행동 유도 여부
2 단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인지 정도
3 단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5 명/7 명
4 점/5 점

3.71 점/5 점

행동방침 인지 정도

일상 생활에서 방해 여부
기존 사용하던 데이터 제공 방식
(앱/웹)과의 인지 비교
형태 디자인과 정보 디자인의 어울림

4.2 점/5 점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데이터에 따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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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기술을 단일 기기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문

특히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GNSS 좌표 추적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통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HCI 가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최적의 경험’을 구현하는 단계에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증강 현실 분야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티
미터 단위까지 보정할 수 있는 정확도와 그 공간 좌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거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낮았을 때는 좌표 보정을 위한 추가 장비가 필요
했지만,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왔기에 각 기기에 탑재된 프로세서만으로도
좌표 보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추가 장비 없이 실외 환경에 가상 물체의 3 차원
위치를 저장하고 증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증강시킬
때, 그 주변 환경을 점 구름으로 재구성하여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베이스에 저
장한다. 이후 해당 물체를 다시 증강할 때,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좌표를 이용하여

이용한 비 마커 기반 증강현실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GNSS 를 이용한 비 마커 증강을 위한 몇 가지 방
법이 있다. GNSS 좌표만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보정
장비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구현하기 쉽고 빠르
지만, GNSS 좌표에서 발생하는 미터 단위의 지속적인
오차로 인해 증강된 물체의 좌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추가적인 수신기를 달아 GNSS
좌표를 센티미터 단위로 보정할 수도 있지만 [2], 수신
기의 큰 부피와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주변 점 구름을 추출하여 증강 물체의 좌표를
보정하는 방법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특징점이 많은 임
의의 공간 좌표를 이용하여 증강 물체를 보정하기 때문
에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위치에 증강된 물체를 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증강 물
체 좌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점 구름과 GIS 데
이터 베이스를 혼합한 방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기기에
서는 사용자 주변 환경을 점 구름으로 구성된 3D 지도

미터 단위의 기본 좌표를 잡고, 저장된 점 구름 인식을
통해 센티미터 단위까지 증강 좌표를 보정한다. 본 연구

로 실시간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데이터는 GIS 데이터

에서 제안된 기법은 GNSS 만 사용하는 기존 방법에 비

운 레이어로 매핑 된다. 이후 또 다른 사용자가 해당
GNSS 좌표에 진입하면 서버에서 기존에 구축된 점 구

해 오차가 대략 90% 이상 감소된 결과를 보인다.

베이스에 전송되어 송신한 사용자의 GNSS 좌표에 새로

름 지도와 새로 전송되는 점 구름 데이터의 유사성을 비

주제어
증강 현실, GNSS, GIS, 점 구름

교하여 사용자의 세부 좌표를 보정한다. 제안된 방법은
GNSS 만 사용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평균 오차가 90%

1. 서 론

이상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 반도체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기기들의
성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와 달리 기기의 크기는

2. 제안 방법

점점 작아지고 있다. 덕분에 과거에는 비싸고 부피가 큰

순서도를 통해 전체 개요를 제시한다. 이후 순서도 각

전문 장비를 이용해야 했기에 당시에는 대중화에 부적
합했던 기술들이 현재는 모바일 기기 한 대만으로도 구

단계의 과정을 설명한다.

본 절에서는 제안된 좌표 보정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2.1

동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 발전의 특혜를

개요

많이 받은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
폰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탑재됨에 따라 가상현실이나

그림 1 은 제안된 좌표 보정 방법의 개요를 보여준다. 프

증강현실과 같은 프로세서의 계산 량이 많고 고사양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레임워크는 크게 6 단계로 분류되며, 제안된 단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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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의 GNSS 좌표 추출: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
의 화면 터치를 통해 3 차원 공간에 물체를 증강한
다. 이 때의 GNSS 좌표가 저장된다.

Floating Window 필터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큰 오
차를 방지하는 알고리즘으로, GNSS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노이즈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이는 실제

B. 사용자의 점 구름 지도 추출: GNSS 좌표를 저장하
는 동시에 해당 좌표를 기준으로 한 주변 환경의
점 구름 데이터를 저장한다.
C. GIS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 A 와 B 단계에
서 저장된 데이터는 GIS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어
관리된다.
D.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유사성 비교: 사용
자가 이전에 물체가 증강되었던 GNSS 좌표 근처
에 접근하면, 해당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부터
시작하여 새로 전송된 점 구름과 기존에 저장된 점
구름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GNSS 좌표의 데이터베이스 상
의 좌표에 오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
안을 2.5 에 서술하였다.
2.3

사용자의 점 구름 지도 추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입력 받은 이미지를
Google AR Core 엔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 구름으로
변환하며, 이는 Vector4 형태의 리스트로 저장된다. 사
용자가 가상 물체를 실제 환경에 생성할 때 GNSS 좌표
를 저장함과 동시에 해당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주변 환
경의 점 구름 리스트를 추출한다. 그림 2 에서 후면 카메
라 이미지를 통해 점 구름을 추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E. 최종 좌표 계산 및 물체 증강: D 에서 도출된 가장
유사성 높은 점 구름을 토대로 증강될 물체의 좌표
를 계산한다.

그림 2. RGB 이미지에서 점 구름을 추출한 모습

기본적으로 점 구름 데이터는 한 방향에서만 촬영되어
현 좌표의 G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러나 이후
알고리즘에서 장소를 특정 짓기에 데이터가 적다고 판
그림 1. 증강 물체 좌표 보정 프레임워크 개요

2.2

별 날 경우 더 많은 방향의 점 구름이 요구될 수 있다.

사용자의 GNSS 좌표 추출

2.4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나타난 실제 주변 환경
속 특정 위치에 가상 물체를 생성 및 저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촬영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물체를 생성할 위치를 터치

GNSS 좌표와 점 구름 데이터가 준비되면, 해당 데이터
들은 서버에 구축된 GIS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어 관리
된다. GIS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 의 확장 프로그
램인 PostGIS 를 사용한다.

하면 동시에 현재 위치의 GNSS 좌표를 저장한다. 스마
트폰으로 GNSS 좌표를 추적할 경우, 보정을 위한 추가
장치가 없으면 대개의 경우 미터 단위의 큰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
해 Floating Window 필터링 기법 [4] 을 적용하였다.
GNSS 좌표는 매 업데이트마다 특정 개수 이상의 데이
터로 평균을 낼 경우 오차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GNSS 좌표가 들어올 때마다 가
장 오래된 데이터를 지우면서 일정한 개수의 데이터를
유지하며 GNSS 좌표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는
GNSS 의 좌표가 순간적으로 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증강된 물체의 위치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GIS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

2.5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유사성 비교

GNSS 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최종 증강 위치를 넓
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히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
어, 사용자 A 가 신호등 위에 물체를 생성했다고 가정한
다 (그림 3). 이후 사용자 B 가 해당 물체를 관측하기 위
해서는 동일한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소프트
웨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인식하
고 있는 것은 신호등의 점 구름뿐이고, 해당 점 구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신호등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때문에 먼저 GNSS 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로 공간을 한
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온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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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데이터를 통해 세부 좌표의 유사성을 센티미터 단위
로 비교한다. 그림 3 의 예를 살펴보면 사용자 A 가 구

사도는 점점 낮춘다. 탐색 범위가 최대에 도달할 때 마
다 다시 원의 원점으로 돌아가 탐색을 진행한다. 임계

축한 기존 점 구름은 현재 GNSS 좌표 근처의 간단한 지

값까지 진행되었을 때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도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좌표는 이전에 와보지 않은 장소라고 판단하며,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현재 위치와의 좌표 및 방위 차이를 반환
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GNSS 데이터의 세부 보정을 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유사성 비교

사용자 B 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는 사용자 A
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방식 [3]
과 유사하게 사용자 B 가 전송한 점 구름 데이터만으로
도 현재 어느 곳을 촬영하고 있는 지를 알아낼 수 있다.
GNSS 좌표와 점 구름 데이터는 서로의 약점을 보강하
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점 구름은 GNSS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단단히 잡아주는 기준점의 역할
을 한다. 반대로 GNSS 데이터는 점 구름 데이터가 가지
고 있지 않은 공간 정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점 구
름 데이터는 GNSS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정
도는 무시할 수 있도록 증강 물체의 절대 좌표를 지정한
다. 지구상에는 유사한 점 구름을 가진 공간이 무수히
많다. 때문에 오직 점 구름만으로는 특정한 공간 좌표를
제시할 수 없다. GNSS 좌표는 점 구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간 좌표의 불확실성을 보완한다. 이런 상호 보완
적 관계를 통해 탐색 범위를 넓혀가며 점 구름의 유사도
를 검출하는 모습을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oating Window 필터링을 적용하였을 때 검출되는 최
대 오차인 10-3 를 임계 값으로 두고, 사용자의 현재

그림 4. GNSS 좌표를 이용한 점 구름 유사도 검출 방법

2.6

그림 3 의 예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용자 B 의 데이터가
사용자 A 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면, 데이터 A 의 원점
기준으로 사용자 B 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
다. 그림 3 의 경우, 증강될 물체는 데이터 A 기준 좌표
(-1, 2)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자 B 는 데이터 A 기준
좌표 (1, -2)에 위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B 의
위치를 기준으로 증강 물체와의 상대적인 거리는 (-2,
4)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 좌표는 유니티로 구현된 가상
세계에 반영되어 입력된 좌표 차이만큼 실제 소프트웨
어에서 좌표가 보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3. 실 험
본 절에서는 해당 솔루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
행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3.1

GNSS 좌표를 중앙의 상자라고 정의한다. 탐색 범위는
좁은 범위부터 시작하여 임계 값까지 점점 증가한다. 예
시에서는 최초 탐색 범위를 10-5 로 지정하였다. 최초 탐
색에서는 유사도 90% 이상의 데이터를 찾게 되는데,
10-5 내부 범위에서 결과 검출에 실패할 경우, 탐색 범위
를 임계 값까지 비약적으로 높이지만 요구하는 최소 유

최종 좌표 계산 및 물체 증강

실험 조건

실험을 위해 GNSS 좌표만을 사용하여 보정한 소프트웨
어 A’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B’를 준비하였다. 두 소프트웨어 모두 Vuforia SDK 를
적용한 유니티 3D 엔진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삼성
갤럭시 10 스마트폰에서 실험하였다. 표 1 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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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GNSS 신호의 세기와 특징점
들의 개수로 구분된 3 개의 실험 장소를 보여준다. 장소

는지 오차를 측정하였다. 그림 6 의 가장 왼쪽 그림에서
실험의 준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는 두 방법의

가 개방되어 있을수록 GNSS 신호를 받기는 쉬워지지만,

정확도 차이를 보여준다. 세 곳의 실험 장소에 가상 물

특징점을 찾아낼 수 있는 물체가 적어서 점 구름의 표본
이 적어진다. 그림 5 에서 각 실험 장소의 실제 모습을

체를 특정 좌표에 배치한 후 소프트웨어당 10 번씩 가동
하였다. 그림 6 의 중간 및 마지막 그림에서 소프트웨어

볼 수 있다. 실험 장소 C 의 경우 장소가 좁고 특징점이

의 가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강 물체에서 손가락

많아 다수의 점 구름 표본을 확보할 수 있지만, GNSS
신호의 연쇄적인 반사로 인한 Multipath 오류를 유발할

이 가르는 끝을 원점으로 두어 가운데 목표 물체와 떨어
져 있는 거리를 오차로 정의하였다. 각 가동때마다 예상

가능성이 높다.

했던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오차를 측정하였다.

표 1. GNSS 신호 세기와 특징점의 개수로 구분된 실험 장소

10 번의 측정 이후 모인 데이터 집단은 N 으로 칭한다.
소프트웨어 A’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30 센티미터 이내

Index

GNSS

특징 점

장소

A

강함

적음

실외 공원

B

중간

보통

주택가

C

약함

많음

골목길

의 오차를 보였으나, 간혹 GNSS 좌표가 튀는 현상으로
인해 1 미터 까지도 오차가 발생하였다. 특히 실험 장소
C 와 같이 Multipath 오류를 유발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최대 3 미터가량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반면 소프트웨어
B’에서는 GNSS 의 신호 세기나 특징점의 좌표에 상관
없이 언제나 10 센티미터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90% 이상의 오차 감소율을 보여주며,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4. 결 론
4.1

향후 개선 작업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GNSS 만을 사용하는 기존 기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

그림 5. 표 1 에 대응되는 실험 장소의 실제 모습

3.2

이지만 다음의 두 경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다. 첫 번째로 특징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평야이다. 이

실험 결과

경우 점 구름을 전혀 추출할 수 없어 물체를 증강시킬

표 2. 각 소프트웨어의 장소 별 실험 결과

A’ (GNSS Only)

B’ (Ours)

기준점이 없다. 두 번째는 특징점들이 수시로 변화되는
경우이다. 주차된 자동차나 보행자들이 그 예가 될 수

A

N < 1 미터

N < 10 센티미터

있다 [1]. 증강 물체를 주차된 자동차 위에 생성하였으

B

N < 1 미터

N < 10 센티미터

나, 해당 자동차가 이동해버리면 증강 물체를 배치하는
데 사용된 점 구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본 연

C

N < 3 미터

N < 10 센티미터

구자들은 현재 점 구름을 분석하여 이런 오차 발생을 유

장소

발할 수 있는 집단을 미리 배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중
이다.
4.2

최종 결론

본 논문은 GNSS 좌표와 점 구름 인식기법을 혼합하여
비 마커 기반 증강 현실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한다. GNSS 좌표를 통해 넓은 범위를 특정하고 점 구름
을 통한 유사성 비교를 통해 세부 범위를 찾아낸다. 다
양한 시나리오의 실험을 통해 기존 GNSS 좌표만을 사

그림 6. 각 소프트웨어의 실험 결과

실제 가상 물체가 증강해야 할 위치에 물건을 놓은 후
오차 거리를 산출할 수 있도록 30 센티미터 간격으로 표
시를 해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증강 물체가 재인식되어
나타났을 때 원래의 의도했던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졌

용하는 방법에 비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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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L-Visor 의 3D 모델링 및 조작 방법. L-Visor 는 바이저 부분의 회전으로 조작된다. (a)는 특수능력이 활성화된 상태이며,
(b)는 특수능력을 활성화/비활성화 중인 상태이고, (c)는 특수능력이 비활성화된 상태이다.

상호작용을 실험하기 위해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인

요약문

Toy-Con Garage VR

시중에 나온 VR 기기들 중에서도, ‘Nintendo LABO
VR

Kit’(이하

라보)는

골판지로

이루어진

을 이용하여 4

가지의

프로토타입 게임을 구현하였다.

DIY

하드웨어와 이를 이용한 특유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라보를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는 두

추가로, 우리는 L-Visor 와 Joy-Con, 페달 Toy-Con 의

손으로 HMD 혹은 골판지 하드웨어를 잡고 있어야

실험 결과는 참가자들이 게임 내용과 직관적으로
일치하는 L-Visor 의 입력 형태를 다른 입력장치보다 더

3 가지 입력장치를 비교하는 사용성 평가를 실시했다.

하며 이로 인해 다른 입력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는 라보의 하드웨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VR 사용자와 가상 환경이 더 가까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DIY 의 VR 에서의

모방하여 사용자의 손을 자유롭게 해서 더 폭넓은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바이저
형태 입력장치인 L-Visor 를 개발하였다. L-Visor 는

가치를 탐구하는 연구로의 확장을 지향한다.

레이저 커팅을 거친 골판지로 만들어졌으며, 이 장치를

주제어

착용한 사용자는 사용 중에 Nintendo Switch 의
입력장치인 Joy-Con 을 손으로 잡고 가상현실을

가상현실, 닌텐도 라보(Nintendo LABO), DIY, 바이저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L-Visor 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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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L-Visor 의 도면도. (a)와 (b)는 HMD 부품의 도면도이며, (c)는 바이저 부품의 도면도이다.

1. 서론

가져오는 합동 제작 과정으로 유도하는 유형과 디지털

사용자가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플레이가 혼합된 예시로써[20] 여러 번 정의가
되었지만, 라보를 직간접적으로 적용하거나 실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손과 발을 이용한
유형의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의 선행 연구는
라보를 직간접적으로 적용한 예시 중 하나이다[9].
우리는 선행 연구에서 라보의 특징을 응용한 병 모양과

Virtuix™나[4] Ultraleap™처럼 손이나 발에 추가적인
입력장치를 장착하고[1, 2, 3] 새로운 모션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릇 모양의 골판지 컨트롤러를 만들어 사용자들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기대하였다.

하지만 HMD 를 착용하는 머리 부분에 컨트롤러를
직접 장착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Ultraleap™은 이러한 선행 연구들 중 하나이다.

게임

경험과

상호작용을

시중에 판매되는 라보 키트들 중에서 ‘VR Kit’의 경우
골판지 HMD 를 DIY 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자들의 가상현실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Ultraleap™은 Leap motion 과 같은 HMD 에 직접
장착하는 컨트롤러가 있다[5]. 이 Leap Motion 은
HMD 의 정면에 부착되며 신호를 생성하는데,

라보 VR HMD 는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가 두 손으로
HMD 나 이와 연결된 다른 골판지 하드웨어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사용자는 다른 입력장치를

사용자의 손과 손가락의 모션을 인식하고 추적하여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HMD 에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는 라보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바이저 형태의 HMD 입력 장치인

입력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가상현실 콘텐츠와 사용자의 동작이 일치되는 유형의
입력장치와 VR HMD 를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L-Visor 를 제안한다. 그리고 L-Visor 가 정말 게임
경험에 개선이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우리는 라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인 ‘Toy-

우리는 ‘Nintendo’ 사의 ‘Nintendo LABO’(이하
라보)에 주목했다. 라보는 ‘골판지로 만든 컨트롤러인
Toy-Con 과 ‘Nintendo Switch’(이하 닌텐도 스위치)

Con Garage VR’을 이용하여[6] L-Visor 의 작동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4 가지의 프로토타입 게임을
구현하였다.

기기, 그리고 그것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게임을 플레이할 때 다양한 제스처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지원해주는 제품’이다[9]. 사용자는 Toy-

2. 본문

Con 의 도면에서 부품을 떼어내 직접 조립하고 여기에

2.1 제작 및 디자인

Joy-Con 을 넣어 낚싯대나 자동차 같은 현실의 물체나
도구와 비슷한 모양의 컨트롤러를 제작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 각자 고유의 제스처를 이용하여 게임의

우리는 라보 VR 키트의 HMD 와 라보 로봇 키트의
바이저 모양 Toy-Con 을 모방하고 결합해 헬멧의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예시로 든 낚싯대
Toy-Con 의 경우 릴을 감아 올리는 제스처로 물고기

바이저처럼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HMD 를 만들었다.
본래 Toy-Con 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레이저
절단기로 골판지를 가공하였고, 본래 설계 및 구조에

오브젝트를 낚아올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21].

따라 L-Visor 를 조립했다. 우리는 바이저의 상승과

라보는 다른 연구들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친
“Analog on Digital”(AoD)의 주목할만한 예시나[19]
사용자를

상호작용의

창조나

개인화의

하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L-Visor 의 바이저 다리
부분이 원래의 바이저 모양 Toy-Con 보다 조금 길도록

결과를

설계하였다. 또한 HMD 를 머리에 착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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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g)

(b)

(d)

(f)

(h)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각 게임과 특수 능력의 활성화/비활성화 비교 스크린샷. 왼쪽부터 ‘슬로우 모션’, ‘무중력’, ‘투시’,
‘확대/축소’의 순서이며, 위 사진은 능력의 비활성화 상태이고 아래 사진은 능력의 활성화 상태이다.

스트랩과 벨크로를 이용해 머리끈을 만들었다. 구글

참가비를 지불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대학생이라고

카드보드처럼[7, 8] 사용 중 두 손으로 잡고 있어야만
하는 기존 라보 VR HMD 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답변했다. 18 명이 ‘1~3 회’ 정도 VR 체험을 해봤다고
답하였고, 7 명이 ‘4~6 회’, 3 명이 ‘7 회 이상’이라고

우리는 머리끈으로 HMD 를 묶어 사용자가 양손을

답하였다. 닌텐도 스위치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9 명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1~3 회’, 3 명이 ‘7 회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오직 3 명의 참가자만이 라보를 ‘1~3 회’ 정도

그리고, L-Visor 는 닌텐도 스위치를 핵심 하드웨어로써

사용해보았다고 답변했다.

사용한다. 우리는 바이저의 오른쪽에 닌텐도 스위치의
컨트롤러인 왼쪽 Joy-Con 을 장착하여 소프트웨어에서
바이저의 각도 및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2.2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해, 참가자들은 회전이 가능하여 전체 가상

구체적으로, 바이저 부분이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환경 영역을 볼 수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 근처에는

경우(그림 1(a)) 입력 신호가 활성화되고, 바이저
부분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면(그림 1(c)) 입력

장애물이 없어 참가자들이 가상 환경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했다. 오른쪽 Joy-

신호가 비활성화된다. 사용자는 이 바이저 부분을

Con 은 모든 실험 조건에서 게임 내의 물체를 가리키고

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들은 L-Visor 의 다리를 잡고

잡기 위한 공통 설정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

내림으로써 VR HMD 에 탑재된 고글 바이저를 내리고

추가 입력 장치를 사용했다. L-Visor 를 사용하는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실제
물체를 만졌을 때 가상현실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왼쪽 Joy-Con 이 부착된 LVisor 를 착용했다(그림 4(a)). 또한 참가자들은 Joy-

보면서 가상 환경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본

Con 만을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왼쪽 Joy-Con 을(그림

연구에서 구현된 L-Visor 의 도면도는 그림 2 에 있다.

4(b)), 페달 Toy-Con 을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왼쪽
Joy-Con 을 장착한 페달 Toy-Con 을 사용하였다 (그림

2.2 사용자 실험

4(c)). Joy-Con 과 페달 Toy-Con 을 사용하는

사용자 실험 목적으로 Toy-Con Garage VR 을

조건에서 L-Visor
착용되었다.

이용하여 개발된 4 가지 단계의 게임들을 우리는 LVisor, Joy-Con, 라보 페달 Toy-Con 의 세 가지 입력
방법을 사용하여 플레이하도록 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는

디스플레이

목적으로만

우리는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실험
설계를 사용하였다. 개체간 요인은 세 가지의 다른 입력
장치들이었다. 33 명의 참가자들은 11 명의 참가자로

2.2.1 사용자 실험 참가자
33 명(남자 19 명, 여자 14 명/한국인 33 명/나이 범위:

구성된 3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고 각 참가자들은 세

20 세~26 세/평균 나이 22.4 세)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가지의 입력 장치 중 하나를 할당 받았다. 참가자들은
각 입력 장치들로 게임 내에서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실험을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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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

(b)

(c)

실험 당시의 사진. (a)는 L-Visor 을 착용한 사진이다. (b)는 왼쪽 Joy-Con 을 사용하는 사진이며, (c)는 페달 Toy-Con 을

사용하는 사진이다.

있는데, 특수 능력은 ‘게임 내의 오브젝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들’을 지칭한다. 그림 3 에서 실험에

쓰러뜨려야 한다. 각 스테이지는 앞서 설명하였던
사용자들에게 주어진 특수능력을 써야만 클리어할 수

사용한 게임 내의 특수능력 활성과 비활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a), (b)는 플레이어가 지나갈 길

있도록 설계되었다.
참가자들은 닌텐도 스위치 및 VR 사용 경험, 안경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또한 실험

위를 막으려 날아다니는 공 모양 오브젝트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그림 3(c), (d)는
길을 막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중력을 제거하여 공중에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실험참가자들은 게임 및 입력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주어진 기기에 익숙해지도록 위한 예행훈련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림 3(e), (f)는 큐브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투시하여
보여주는 능력을 보여주며, 그림 3(g), (h)는 멀리 있는

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실험 진행자들은 각 스테이지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참가자들의 플레이 시간을
기록하였다. 모든 게임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작업

적을 소총의 망원경처럼 근접시켜 보여주는 능력을
보여준다. 실험에서 주어진 세 가지 입력 장치는 다음과
같이 게임 내 특수 능력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부하[10], 즐거움[11], 몰입감과 존재감[12]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방법이 달랐다.

2.2.4 실험 데이터 수집

 L-Visor : 왼쪽 Joy-Con이 L-Visor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 바이저를 내리면 특수능력이 활성화되고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게임 완료 시간과 각
단계의 게임 오버 횟수를 측정했다. 실험 후 설문지의
경우, 작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지된 작업량을

바이저를 올리면 특수능력이 비활성화된다.
 Joy-Con : 왼쪽 Joy-Con을 손에 잡고 있는 동안,

평가할 수 있는 설문인 NASA TLX 를 작업 부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특수능력이 활성화되고
버튼을 손에서 떼면 특수능력이 비활성화된다.

설문에[10][22], 참여도, 즐거움 및 몰입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𝐸 2 𝐼 (Engagement, Enjoyment and

 라보 페달 Toy-Con : 왼쪽 Joy-Con이 페달 Toy-

Immersion)척도를 즐거움 설문에[11], 가상 환경

Con에 장착되어 있는 동안, 페달을 발로 밟아

내에서 사용자의 존재감을 평가한 Barfield 의
설문조사를 몰입감 및 존재감 측정에 사용했다.

완전히 밀어내리면 특수능력이 활성화되고 페달을
발에서 떼면 특수능력이 비활성화된다.

사용자는 7 점짜리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23] 설문에
응답하였다. 또한, 게임 경험, 사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단점, 다른 입력 장치와의 비교에

2.2.3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주어진 입력 장치로 슬로우 모션, 무중력,
투시, 확대/축소와 같은 특수능력을 사용하는 동시에

대하여 참가자들과 최종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른쪽 Joy-Con으로 물체를 가리키고 옮기면서,

3. 실험 결과 및 논의

4가지의 게임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해야만 한다.
1스테이지는 날아다니는 공을 피해 목적지에

우리는 작업 완료 시간과 오류율을 비교했다. 입력 장치

도착하여야 하며, 2스테이지는 길을 막고 있는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1). 설문지에 관해서도,
모든 설문지에 대해 입력 장치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브젝트들을 띄워 길을 통과해야 한다. 3스테이지는
큐브 모양 오브젝트 안에서 총 오브젝트를 찾아야 하며,

이는 L-Visor 가 작업 부하, 즐거움, 몰입감 및 존재감과
관련하여 다른 입력 장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4스테이지는 그것으로 멀리 있는 적을 쏴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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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모션

무중력

투시

확대/축소

총합

M

40.36

49.45

208.00

55.18

353.00

SD

24.917

26.082

153.009

26.137

M

50.64

75.18

251.64

73.27

SD

17.784

107.528

124.770

48.773

M

34.92

89.83

221.33

73.67

SD

24.500

78.726

117.339

33.886

단위:초(s)

Joy-Con

페달

L-Visor

450.73

419.75

표 1. 세 가지의 다른 입력 장치들의 각 게임 스테이지별 플레이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입력 장치 간 플레이 시간 평균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많은 참가자들은 다른 입력

접촉면에 쿠션을 도입한 HTC Vive 와 같이 [14, 15],

장치보다 L-Visor 를 더 선호하였다. 참가자들은 LVisor 가 이전에 사용했던 다른 기기들보다 신선하였고,

L-Visor 역시 접촉면의 영역을 넓혀 무게를 분산시키면
해당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래픽 변화는 L-Visor 의 상호작용과

4. 결론 및 후속 연구

잘 어울렸으며 특히 그림 3(g), (h)와 같은 확대/축소
기능과 잘 어울린다고 언급했다. VR 경험이 많은

우리는 바이저 조작을 이용한 새로운 VR HMD
입력장치를 제작하였다. 사용자 실험 결과, 우리가 만든
L-Visor 는 다른 입력 장치와의 비교에서 작업시간과

참가자들도 해당 상호작용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입력은 GUI 를 통한 간접 입력보다 더

오류율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터뷰에서 L-Visor 의 조작이 실험에 쓰인 게임 중 FPS
게임과 유사한 확대/축소 기능 등을 사용자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16, 17, 18].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으로, L-Visor 를 사용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L-Visor 에 의해 강하게 눌려 불편함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각적, 촉각적인 정보가 일치하면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L-Visor 가 잦은
조작이 필요할 때 바이저의 다리를 들어올리기가
뻣뻣하고 불편했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게임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행해 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참가자들은 얼굴에 HMD 가 닿은 부분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언급된 주요 요인은 닌텐도 스위치
자체의 단단하고 무거운 소재에 의해 참가자들의

본 연구에서는 골판지 레이저 절단을 이용해 L-Visor 을

얼굴이 강하게 눌렸다는 것이었다. 얼굴에 닿는 부분이

프로그래밍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들도 개인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제작하였고, Toy-Con Garage VR 과 같은 비주얼

마찰력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HMD 를 얼굴에 고정시키기 위해 이를 감싸는 끈을

이에 상응하여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원하는 게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후속 연구에서
L-Visor 의 이와 같은 특성인 ‘VR HMD 의 DIY’에

강하게 조여야 했다. 또한, HMD 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부품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끈으로 HMD 를 계속 고정시키기엔 얼굴과의

주목하여,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 VR HMD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DIY HMD 를 만들게 함으로써 DIY 가
VR HMD 에 관해 앞으로 가지게 될 의의와 VR 산업에

접촉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것 역시 단점으로
언급되었다[13, 14].

미칠 영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장치의 좁은 접촉 부위는 불필요하고 집중된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설계 가이드에서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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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했다[13, 15].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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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 1 대를 이용한 360 도 벽면 파노라마 투사 기법
360 degree wall panoramic projection technology using a single 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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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풍경화를 그려 넣어 마치 그 건물 안에서 실제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한 것에
있다.[1] 현대에 와서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벽마다

본 연구는 작은 공간에서도 360 도 파노라마 투사가
가능한 1 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한 360 도 파노라마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벽마다 이미지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벽면

투사기법의 구조적 설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벽면
파노라마에 투사 할 사전 왜곡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UNITY 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를 생성 해내어 미술관 박물관 등에 쓰이고

주제어

프로젝터 들을 <그림 1>과 같이 높이와 각도에 맞춰

있다. 하지만 작은 공간 벽면에 이미지를 생성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벽 면 마주보는 위치에 다수의
설치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상현실, 파노라마, 미술관, 박물관, 프로젝터

1. 서 론
연구의 목적
"파노라마"란 단어는 1792 년, 영국의 미술가 로버트
바커가
그리스어
"πᾶν"(Pan,
판,
모든)과
"ὅραμα"(Horama,

호라마,

경치)를

조합하여
<그림 1> 360 도 파노라마 영상 투사를 위해 다수
프로젝터를 설치[2]

만들었다. 파노라마의 기원은 과거 유럽 등지에서

둥근 모양의 건물 안의 벽에 전방위(全方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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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터 1 대를 이용한 360 도 벽면 파노라마
투사 원리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각 형태 공간의 정 중앙
천장에 프로젝터 1 대를 아래로 향하게 거치하고 그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프로젝터로 벽면에 이미지를

아래에 반사경을 설치 시켜 다수 벽면에 투사될 사전

투사할 전시 형태 구조가 정사각형 일 경우, 4 면의

왜곡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사전 연구된 90 도 투사 실험, 프로젝터 1 대를
이용한

파노라마

투사

원리,

유니티에서

벽면마다 각각의 이미지를 투사할 프로젝터를 벽면이
마주보는 쪽에 설치하게 되면 총 4 대를 설치 해야
하지만, 사전 연구와 같이 원뿔형 반사경을 이용할

가상

카메라를 이용한 사전 왜곡 이미지 생성 방법으로
한정한다.

경우, 1 대의 프로젝트만으로도 360 도 파노라마 영상
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프로젝터를 1 대만
사용하게 될 경우, 프로젝터는 공간의 정 중앙 천장에
이미지가 바닥으로 투사되게 배치한다. 프로젝터의

2. 본론

하단에는 이미지를 벽면에 반사시킬 원뿔형 반사경을
설치하면 <그림 3>와 같이 이미지가 일정한 높이를

2.1 사전 연구

가지고 벽면에 투사되게 된다.

우리는 빛이 반사될 경우 굴절에 의하여 도달되는
지점에서 형상이 왜곡된다는 점을 주목 하였다.
그렇다면 빛이 도달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왜곡 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여 사전에 미리 왜곡된
이미지를 제작하여 반사시킨다면 영상이 도달되는
지점에서 온전한 형태의 이미지가 형성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실험을

진행

하였다.

프로젝터(NEC-NP200)를

지면에 거치하고 원뿔형 반사경을 프로젝터 랜즈의
중앙에서 50cm 떨어진 지점에 배치하였다. 그림
좌측의

사전

왜곡된

원본

이미지(프로세싱을

<그림 3> 넓이 4m X 높이 3m 인 공간에서 프로젝터 1 대를
이용한 360 도 벽면 파노라마를 이용해 한쪽 벽만 이미지를

활용하여 평면의 이미지를 원형의 이미지로 변환)고,

투사한 가상도

이 이미지를 투사하면 우측 그림과 같이 우리가 원래
획득하고자 했던 파노라마 스크린에 왜곡 이전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는 벽면에 투사되는 이미지의 높이만을
보여주는 측면에 해당하고, 프로젝터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펼칠 경우, <그림 4>과 같이 반사경에
반사된 이미지가 360 도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좌> 반사경에 투사할 이미지, <우>원뿔형
반사경을 통해 반사된 이미지가 벽에 투영되는 모습[3]
<그림 4> 가로 세로 4m 인 공간에 천장 정중앙에
피라미드형 반사경이 설치된 가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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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라미드형 반사경의 이미지 반사 원리
프로젝터에서 이미지 투사 해상도가 대부분 16:9
또는 16:10 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 투사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16:9 를
이용한다. 이에 맞춰 이미지를 투사했을 때
반사경에의 이미지 반사 원리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7> (좌) 피라미드형 반사경에 반사된 사전 왜곡
이미지 예시(우) 사전 왜곡 이미지 단면도 예시

그러나 렌즈 쉬프트로 수직, 수평 조정이 가능하고,
16:9 해상도를 가진 프로젝터에서 이와 같이 원뿔형
반사경을 사용할 경우, <그림 8>과 같이 원형 이외의
공간에 해당하는 영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55.9%
이상의 해상도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5> 반사경을 이용한 영상투사과정 가시화된 이미지

<그림 5>에서 (좌) 색으로 표시된 직선은 광선을
나타내는데, 프로젝터 중심에서 나와서 프로젝터의
이미지의 각 픽셀을 통과한 광선이 피라미드형
반사경의 한 면에 도달하여 반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 좌의 평면도로써 광선의 수직성분을
제외한 수평성분만 보여주고 있다. 피라미드형
반사경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되고, 직사각형의 중심은
프로젝터 중심이 직교투영된 것이다. 왼쪽 그림에서
직사각뿔 모서리에 의해 반사된 광선 (a 와 c) 은
직사각형 꼭지점을 지나 벽면 모서리에 이미지가

<그림 8> 프로젝터에서 16:9 비율의 이미지를 투사할 경우
이미지가 원뿔형 반사경에 맺히는 면적은 44.1% 이다.

투영된다.

2.5 사전 왜곡 이미지 가상 투사

2.4 피라미드 반사경에 투사할 사전 왜곡 이미지
생성 방법

유니티 내부에서 사전 왜곡 이미지를 <그림 7>과
같이 렌더링 한뒤 가상카메라를 프로젝터로 바꾸어

위의 방식으로 투사할 때 필요한 사전 왜곡 이미지를

사전 왜곡 이미지를 투사하면 <그림 9>와 같이

얻기위한 UNITY 에서 Ray Tracing 은 광원의 빛을
추적하여 사실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반사경을 통해 반사되어 파노라마 벽면 공간에
이미지가 투사 된다.

기법이다.[4] 여기에서 쓰이는 Ray Tracing 은
카메라에서 보는 반사경의 반사 경로를 추적하여
거기서 찾아낸 픽셀의 정보를 가져 오는것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반사 경로를 추적하여 가져온
픽셀의 정보는 <그림 6>과 같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카메라에서는 왜곡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림 9> 사전왜곡 이미지의 가상 투사: 사전 왜곡 이미지
생성과정의 역과정임.
<그림 6> 사전 왜곡 이미지를 얻기 위한 시뮬레이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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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은 프로젝터 1 대를 이용한 360 도 벽면
파노라마 생성 기법이고 이를 위한 사전 왜곡 이미지
생성기법을 기술 하였다. 본 기법을 통하여 어떠한
벽면이라도 이를 3 차원으로 모델링하면 이 공간에
파노라마 이미지를 투사하는데 필요한 사전왜곡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소규모 전시나 아티스트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프로젝터로 16:9 비율의 이미지를 원뿔반사경에
투사한다면 55.1% 이상의 해상도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미지 처리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9 문화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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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ds : 사용자의 플레이 공간과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VR 게임 개발
Shards : A Spatial VR Game with Reflection of
The Play Area and Physical Traits of the User
최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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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나이나 성별, 각기 다른 싞체적 조건(예를

요약문

들어, 키나 수족의 길이)에 따라 게임 공갂내에서

본 연구에서는 VR 게임, Shards 를 개발하며 제작핚

실제로 읶식되는 유효핚 읶식 여부 및 활동 범위가
변화하기 때문에 제작자가 의도핚 게임 상의 플레이

플레이 영역과 사용자의 싞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오브젝트를 젃차적으로 생성하는 맞춤형 게임 공갂을
제작 기술을 소개핚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주변

경험을 모듞 사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이와 같이 VR 콘텎츠를 제작핛 때는
사용자의 싞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핚 플레이

환경을 유기적으로 고려핚 VR 컨텎츠 제작 방법롞을
제시핚다.

영역을 설정핛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핚

주제어

방법롞이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4].

VR, Virtual Reality, MR, Mixed Reality, 혼합현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기핚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현실, 게임

사용자들이 플레이 영역과 싞체적 차이에 큰 영향을

1. 서 론

받지 않으며 동시에 통읷된 경험을 제공핛 수 있는
방법으로 젃차적 콘텎츠 생성(Procedural Content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귺 6
기반으로

Generation)기법을 활용핚 VR 게임읶 Shards 의
설계와 구현 사례를 소개핚다. 본 연구 사례를 통하여
VR 콘텎츠 제작시 사용자들의 물리적 환경과

자유도(Degrees of Freedom)기술을
둔 VR 기기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싞체적읶 차이를 고려핚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짂입함에 따라[1] 사용자 친화적읶 VR 콘텎츠를

있는지 알아본다.

손쉽게 제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짂척되어 다양핚 맋은
VR 기반 HCI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2].

2. 본문
2.1 작품 개요

그림 1 평면 디스플레이와 VR 읶터페이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졲 평면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다양핚
읶터페이스 방법롞들은
사용자에게 동읷핚 환경에서 읷관된 경험을 제공핛

그림 2 Shards 게임 플레이 스크릮샷 1

수 있었다. 하지맊 새롭게 등장핚 VR 공갂내 플레이
영역은 사용자가 현실 공갂에서 실제 이동 가능

Shards 는 VR 게임으로서, Epic Games 의 Unreal

공갂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Engine 4 를 이용하여서 개발되었다. 사용자는 빛의

제핚된다. 플레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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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를 이끌어서 조각(Shard)들을 흡수하게 하여

제공핚다. 이를 위하여 해당 게임은 360 도 젂방향

크기를 키우고 소멸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2 를 통해서 해당 게임의 플레이어

플레이를
기본
플레이
방식으로
가정하고
SteamVR 의 Chaperone 혹은 Oculus 의 Guardian

캐릭터와 수집해야 핛 조각이 있는 게임 플레이샷에서

System 을 앆젂 영역으로 사용핚다. 두 소프트웨어는

게임의 방식을 유추핛 수 있다.

앆젂 영역에서 재정렬하여 4 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된
사각형 플레이 영역을 제공해준다.
Shards 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주어짂 플레이
영역의 꼭지점을 통해 파악핛 수 있는 기졲의 플레이
영역보다 내부로 줄어듞 새로욲 좌표 값을 구하여서
게임에서 사용핛 플레이 영역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야맊 앆젂 영역의 경계선까지 사용자가 오지 않게
유도핛 수 있고, 앆젂 경고문이 등장하면서 플레이
몰입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플레이어 생명체의 짂화 단계

또핚 새로욲 플레이 영역의 네 꼭지점에서 통하여
플레이 영역의 수평 영역을 지정핚다. 수평 영역은

다양핚 색을 내뿜는 조각들이 졲재하는 세상, 여러

최소 1m 에서 최대 3m 까지 지정된다.

조각(Shard)들이 하나의 개체로 모여 의식을 갖게 된

수평 플레이 영역 재구축이 완료되면 게임을 시작하기
젂에 똑바로 서달라는 앆내문구와 함께 사용자의

생명체가 졲재핚다. 이 생명체는 그대로 두면 점점
줄어들다가 소멸하고 맊다. 플레이어는 생명체를

싞장을 측정핚다. 읶갂의 표준적읶 키와 어깨 높이의

컨트롤러로 이끌어서 자싞의 색에 맞는 다른 조각들을

통계적 상관관계를 통하여 새를 조종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을 때의 최적의 높이를 계산하고 수직 플레이

흡수하도록 하고, 그림 3 과 같이 짂화시켜야 핚다.
동읷핚 색상의 조각을 읷정량 모으면 다른 색을

영역을 산출핚다. 수직 영역은 최소 1m 에서 최대

요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2.5m 까지 지정될 수 있다.

해야핚다.

해당 과정들을 거치면 그림 4 에서 표현했듯이 수직과

본 게임은 핚정된 플레이 영역 앆에서 몸을 이용하여

수평 플레이 영역, 플레이 영역의 중심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핚다. 플레이어가 직접

사용자에게 알맞는 가장 최적의 플레이 영역을
지정핚다.

몸을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물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싞체를 활용하는 VR 게임맊의 재미를

2.3 절차적 생성(Procedural Generation)

추구핛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마다 상이핚
플레이 공갂과 싞체 크기에 따라 게임 맵, 장애물의
생성 위치, 공격 요소 등이 자동으로 조젃되어야 핚다.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사용자의 물리적 환경을 게임에
반영하기 위핚 기술들에 대해 설명핚다.
2.2 사용자의 물리적 환경 인식

그림 5 젃차적으로 생성되는 게임 오브젝트들

앞서 플레이어의 현실의 활동 공갂에 따른 최적의
플레이 영역과 사용자의 싞장 차이를 고려핚 데이터가
계산되었다면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 해당 사항이

그림 4 플레이핛 환경 지형 읶식을 통핚 플레이 영역 재구축

반영되어야 핚다. 게임이 시작되면 현재 사용자의
물리적, 싞체적 조건에 알맞게 그림 5 의 서로 다른

Shards 는 앆젂 영역과 플레이 영역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공갂에 알맞는 맞춤형 읶터페이스를

두가지 색상의 조작이나 장애물 혹은 목표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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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핚다. 그 가욲데 실제 활동

최소 공갂 크기를 지키는 룸 스케읷 플레이 시에

영역을 자연스럽게 제핚하기 위하여 젃차적 생성
방식은 하기와 같은 두 가지 계산 과정을 수행핚다.

공갂의 좁고 넓음에 따른 난이도의 거의 없다. 그러나
스탠딩 모드 시에는 최소 젃차적 생성 갂극보다 적은
플레이 공갂에서 게임을 해야 하기에 게임 오브젝트

먼저, 사용 가능핚 수평 플레이 영역에 알맞게 게임

생성 빈도를 높여서 게임 난이도를 높읷 필요가 있다.
공갂에 따른 난이도 조젃 정도는 추후 파읷럿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움직이는 좌우 활동
영역을 자연스럽게 제핚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테스트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게 조젃핛 필요가 있다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조각을 모으되 플레이 영역

2.4 게임 플레이 최적화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야 핚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싞장에 따라서 지정된 수직 플레이

젃차적 생성 방식은 게임 오브젝트를 수동 제작 핚 후

영역을 반영하여 장애물이 등장핛 높이를 정하고 활동

자동 생성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맋은 CPU 자원을

공갂의 최대 및 최저 높이를 제핚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 기준으로 너무 낮은 곳에서 오브젝트가

소비핚다. CPU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게임 엔짂
아키텍처에서 성능 저하를 불러오기 쉬욲 스폰

등장해서 사용자가 심하게 허리를 굽혀서도 앆 되고

방식대싞 미리 필요핚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 후

손이 닿기 힘듞 높이에 오브젝트가 등장해서도 앆
된다.

오브젝트 풀(Object Pool)에 등록하고 필요핛 때마다
풀에서 받아오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풀에서 필요핚
오브젝트를 꺼내올 때, 크기 변환(Transformation)
을 통해 원하는 모양으로 맊들어 재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VR 기기는 2D 디스플레이들보다 구현되는 시야각과
필요핚 해상도 및 프레임률이 매우 높아 요구되는
CPU 와 GPU 자원 또핚 상당하다. 자원상의 부담을
줄이고 끊김 없는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Shards 에서는 로우 폴리 모델링을 채택하였으며
다수의 게임 오브젝트를 소수로 병합하는 최적화 기법
및

머티리얼과

텍스처를

하나로

합쳐

필요핚

드로우콜을 줄이는 다양핚 최적화 방법롞을 제작하여
적용하였다[5].
그림 6 맞춤형 플레이 공갂(사각형 공갂)을 벖어나지 않는
게임 오브젝트 생성 결과물

3. 결론

플레이어가 맵 상의 알맞은 조각을 얻을때마다 그
귺방에서 연쇄작용이 읷어나듯이 조각이 생겨나게

본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 주변의 현실 공갂에 따른
플레이 영역과 플레이하는 사용자의 싞체적 특성을

된다. 이때 조각들은 젃차적 계산을 통하여 그림
6 에서 보이듯이 플레이어가 플레이 영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영역 내부에서 플레이핛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게임 공갂을 맊들고 게임 오브젝트들을
젃차적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본 응용에
활용된 VR 게임읶 Shards 게임을 통해 유저들의

유도하는 위치에 자동 생성된다. 그 결과, 플레이어는
게임 목표물읶 조각을 모으며 게임 플레이 공갂을
벖어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핛 수 있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이를 실제 게임에 적용핛

보통 VR 게임들은 스탠딩 모드와 룸 스케읷 모드의

VR

게임 스타읷을 따로 제작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지맊, 해당

콘텎츠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을 넘어서 온

때 필요핚 최적화 기법을 알아보았다.
콘텎츠는

기졲의

평면

디스플레이

위주의

몸으로 와닿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하지맊 현졲하는
VR 기기는 물리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기기

연구의 Shard 는 플레이어의 각기 다른 환경에서
동읷핚 게임 제작 방법롞 및 젃차적 생성 방식을
통하여 난이도를 조젃하여 모듞 플레이 경험을 최대핚

사용자들 또핚 서로 다른 게임 환경에 놓여있어서

장애물이

통읷된 읶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때문에 하드웨어가 동읷하더라도 누굮가는 본래

생성되는 공갂적 갂극은 읷정하므로 2m x 1.3m 의

콘텎츠가 제공핛 수 있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통읷하도록

했다.

본

게임의

조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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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핛 수 있다. 따라서 VR 읶터페이스를 개발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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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기반 박물관 큐레이터용 AR 저작도구 프로토타입 개발
Development of AR Authoring Tool Prototype for PC-based Museum Curator
김혜선
Kim Hae Sun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kim228@gist.ac.kr

있는 저작도구는 매우 드물다.

요약문
본 연구의 목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Hololens)를
활용한 박물관 AR서비스를 위해 큐레이터(Qurator)가
PC기반으로 직접 AR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AR
저작도구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R저작도구 개발을 위해 전체
기능 분석, 화면 아이콘과 레이아웃 디자인 등의 UI
개발, 인터페이스와 백엔드 아키텍춰 디자인 등의 세부
프로그래밍, 최종적인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 및 버그를 찾아내 에러 메시지에 따른 다양한

이를 위해서 국내외 주요 AR저작도구를 비교하고

예외처리, 더 나아가 소스 분석, 화면기능 정의, 세부

박물관(Museum) AR저작도구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분석 및 적용 기술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AR

레이아웃설계, 세부 기능설계, 기능동작 시나리오 정의
등을 거쳐 개발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저작도구 기능 및 메뉴구조를 설계하였다.
1.1

주제어

선행연구

큐레이터용 AR저작툴, 착용형 AR글래스, 박물관

증강현실 저작도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 국내에서 증강현실 분야 원천기술 보유 벤처 기

AR 전시체험, 혼합현실(MR) 사용자경험

업 맥스트(MAXST)는 증강현실 인식 및 추적기술관

1.

련 전문 기술개발 업체로서 ㈜현대자동차와 협업하
여 소나타 증강현실 매뉴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

서 론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술인 홀로렌즈를 활용한 ‘AR

였다[7].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모바일

글래스 기반 도슨트 운용 지능형 UI/UX 기술 개발’

기반의 AR학습시스템 저작도구로 유니티(Unity) 기
반 플러그인(Plug-in)을 개발하였다[8].

과제를 통해 연구되어진 실감성 있는 박물관
AR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표 1. AR저작툴 개발 국내외 현황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연구 되어진 본 과제는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기반으로 제공

computing)의 하나로 홀로렌즈를
되어지는 AR(Augmented Reality)

콘텐츠 서비스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박물관에 특화된
AR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물관 큐레이터가 직접 저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AR 저작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AR저작툴
사례

저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이용한 스토리 저작기능은 거의 부재하다[6].

AR엔진

비고

모바일 및
MAXST
Epson Moverio
MAXST
스마트글래스 AR자체인식기
BT200/350/,
AR SDK
기반
술 적용/Unity UNITY기반플러그인 개발
국
내
ETRI
ETRI_AR
AR 학습시스템_
Mobile
AR학습
자체인식기술
UNITY기반 플러그인
기반
시스템
적용/ Unity
개발

기존 AR 저작도구는 전문적인 기술습득이 요구되는
수준이고 일반 사용자 대상의 저작도구는 미비하다. 단순히
가상객체를 증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속성, 기능 행위

BASE

PTC
Thing
worx

아이패드,
Mobile,
Hololens

Vuforia/
Unity

직관적 인터페이스 최초의
사물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통합 관리
플랫폼 제공

AR Kit
AR Core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3D객체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등장인물로
채워진 실제같은 환경
디자인 가능

해
외

현재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게임, 영화 등의

AWS
Sumeria

아이패드,
Mobile

다양한 응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반면, AR콘텐츠를 PC기반으로 손쉽게 저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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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AR저작도구 플랫폼이 이미 상용화되어

활용한 flow (몰입), 제스처, 응시, 음성을 통해서 경

활용되고 있다. 그 중 PTC 씽웍스(ThingWorx)는
제조 쪽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한 사용자와
전시물의 natural engagement(자연스러운 연결)을 할

서 저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최신 엔지니어링 및

수 있는 기술이다[1][11][12][13]. 이처럼 혼합현실에

운영 데이터 재사용 등 제조분야 전문성을 갖춘 상
용화된 AR저작도구이다[9]. 또 다른 AR저작 플랫폼

특화된 박물관 AR저작도구 프로토타입 개발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인 아마존 수메리안(Amazon Sumerian)은 특수 프로
그래밍 또는 3D 그래프 전문 지식 없이도 증강현실
(AR) 및 3D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고 손쉽게 생성

2.

박물관 AR저작도구 시스템

및 실행, 드래그인 드랍으로 VR, AR 증강현실 3D

2.1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저작도구
이다[10]. Sumerian 편집기, Sumerian 호스트, 자산

분석 및 적용기술

박물관 AR 저작도구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

관리, 사용자 상호 작용에 반응하는 동적 장면 저작

저작도구의 사용자가 큐레이터로 설정되었기에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이 가능한 전문적인 저작툴 개발 프로그램이다.

해야 한다. 즉 전문가들이 쓰는 Unity기반의 툴을

1.2 착용형 혼합현실 활용과 AR저작도구 제안

일반인과 같은 큐레이터가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물관에 특화된 쉬운 저작도구이어야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유리 전시관 안에 들어 있어서

한다는 사용자 요구를 전제로 개발 되었다.

관람객들은 전시물을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전시물을
만져보거나 들여다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유물

표 2. 박물관AR 저작도구 사용자요구사항 및 필요기술

들은 손상된 채 발견되었기에 전시물의 전체 형태를
구분

알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제공한 설명
글이나 이미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5]. 이에

큐레이터용 PC기반 저작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 활용 박물관 경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종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키는 증강현
실 기술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가고 있
다[2].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 현실

네트워크 및 서버 구성

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
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현실
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해결할 과제 및 기술
독립 프로그램 개발

AR 저작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
저작
음성 및 제스처 활용
페이스(홀로렌즈 기반 체험)
환경
요구 큐레이터에게 직관적인
박물관 특화 저작 라이
저작 라이브러리
브러리 구성

(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

주요 요구사항

공간 및 객체 등록이 가능
Visual SLAM

실감
상호 시나리오에 따른 인터랙션

작용 다수 관람자와의 상호작용
박물관 콘텐츠와의 직접적인 대화

따라서 착용형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에

e-뮤지엄등 기존 DB연
계를 통한 콘텐츠 확보
홀로렌즈
Spatial
Computing 활용
유물에 따른 이벤트
콘텐츠 공유하기
챗봇 기능

서 관람객이 제스처나 음성을 활용하여 오브제들을
조작하고, 직접 확대·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
자 조작에 따른 변화에 반응하며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각과 청각 정보는 전시물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
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3].
Miligram(1994), Dasgupta et al.(2018), Papagiannakis
et al.(2018), Lee (2018), 김희영(2017) 조희경& 김성훈
(2017)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혼합현실 기술 특징은
실제 공간 안에 실제와 가상이 함께 융합된 환경에
서 presence (실재감),
storytelling(스토리텔링)과

멀티 감각을 활용한
gamification (게임화)를

위의 표에서 실감상호작용을 위한 저작요구 사항 중
다수관람자와의 상호작용과 박물관 콘텐츠와의 직접
적인 대화 기능은 저작도구 프로토 타입 개발이라는
한계로 인해 개발 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2.2

박물관 AR저작도구 서비스 개념도

AR저작도구 개발 서비스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큐레
이터 및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pc기반 AR저작도구를 활
용하여 박물관 유물에 따른 부가적인 정보를 콘텐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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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서버에 저장하면 저작된 콘텐츠를 홀로렌즈로
다운받아 관람객이 박물관 공간에서 특정 유물에 해당
하는 AR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3. 홀로렌즈기반 AR서비스 플랫폼과 저작도구

3.

그림 1. 박물관 AR저작도구 서비스 개념도

2.3

저작도구 기능 및 메뉴구조 설계

유니티
기반에서의
AR
기능들을
분리하여
모듈화하고 재배열하여 페이지나 화면설계에 맞게

AR글래스 기반 AR저작도구 시스템

착용형 혼합현실 디바이스 중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전체 기능 분석과정을 거쳤다.

AR 저작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홀로렌즈의 특성
인 음성과 제스쳐 인식과 같은 사용자 인터렉션을

3.1

활용한 저작기능을 추구하였고 유니티엔진을 기반으
로 박물관에 특화된 저작도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홀로렌즈의
비쥬얼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방식으로 인해 SLAM으로
맵 생성 후 오브젝트 트래커에서 학습맵을 로드해서
추적함으로써 학습한 오브젝트와 주변환경의 원하는

AR저작도구 개발 시스템 구조

AR저작도구 개발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크게 에셋서버 구축과 홀로렌즈에서의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
개발,
관리
프로그램
구축으로 프로젝트 관리, 콘텐츠 관리, 이벤트
관리, 서버관리로 나누어진다.

위치에 증강되어 실감성이 더해진다.

그림 4. AR저작도구 개발 시스템 구조

3.1.1 저작기능 정의
저작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저작을 위해서
그림 2. 홀로렌즈 기반 AR저작시스템

는 먼저 박물관 공간스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홀로렌즈의 관리자 모드를 통해 공간스캔 시작점 설

홀로렌즈 기반의 AR콘텐츠 서비스 플랫폼과 큐레이

정 기능 제작과 종료, 데이터 서버 업로드 기능이

터가 사용할 배우기 쉬운 AR저작도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필요하다. 또한 체험 모드에서는 서버에 접속하여 홀
로렌즈로 저작한 콘텐츠를 다운받아 관람객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AR저작 도구
에서의 필요 기능은 프로젝트를 업로드/다운로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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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능, 3차원 뷰어와 계층화된 구조창 구현, 파

그래야 정확한 공간 안에 가상의 유물을 잘 중첩하

일과 폴더를 볼 수 있는 파일관리자 구현, 3D/2D/이
미지/ 텍스트/ 음성/동영상/삽입 기능, 3D객체 크기,

여 현실 공간에 띄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저작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제 유물과 관련한 2D,

위치, 회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에셋 서버의

3D데이터와 이벤트 삽입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IP/포트 관리 기능 등이 필요하다. 에셋 서버의 필요
기능은 클라이언트에 맞는 데이터를 내 보내거나 받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서버에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저작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홀로렌즈를

을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사용하여 저작해놓은 콘텐츠를 체험하는 프로세스로

있도록 DB관리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구성된다.

표 4. 저작기능 정의

표 5. 박물관 공간에서의 AR 저작과정

모듈 구분

저작 과정

기능
-스캔시작 및 시작점설정 기능제작

관리자가 관리자모드를 선택

관리

하여 공간을 스캔하고 시작점

-스캔시작/시작점지정 데이터 서버 업로
홀로 모드
드 기능
렌즈
체험 서버로부터 체험용 가상환경을 구성하는

을 지정하여 서버에 저장하면
사전(pre)프로젝트로 저장된다.

모드 기능

AR

관리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이

서버로 프로젝트를 다운/업로드및 삭제 할

벤트 삽입 및 각종 컨텐츠 삽

수 있는 기능

입을 한후 서버에 저장한다.

3차원 뷰어와 계층화된 구조창 구현

서버에서

저작한

AR콘텐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홀로
렌즈를 사용하여 다양한 콘텐

파일과 폴더를 볼 수 있는 파일 관리자
구현

츠를 체험한다.

저작
도구

저작 내용

3D객체,2D이미지,텍스트,음성,동영상 삽입
기능
3D객체의 크기, 위치, 회전 등을 조절할

4.

박물관 AR저작 프로토타입 기본구조

수 있는 기능

박물관 AR저작 프로토타입 기본구조는 홀로렌즈와
저작소프트웨어, 에셋 서버로 구성되어진다. 유물의

에셋 서버의 서버 ip, 포트 관리 기능
-클라이언트(홀로렌즈/관리프로그램)에 맞
는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기
에셋서버 능 구축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DB관리
서버 구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 공간 스캔과 저작된
AR콘텐츠를 다운받는 기능을 갖고 있는 홀로렌즈
와 콘텐츠를 추가 편집할 수 있는 AR저작소프트웨
어, 모든 데이터를 DB화하여 PC와 홀로렌즈 간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에셋 서버로 구성된다.

3.2. 박물관 공간에서의 AR저작과정
박물관 유물에 대한 저작과정은 다음과 같은 전체
프로세스를 갖는다. 먼저 관리자가 홀로렌즈를 쓰고
관리자 모드에서 시작점을 지정하여 공간을 스캔하

그림 5. 박물관 AR저작도구 프로토타입 구조

고 공간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한다. 이렇게 유물이
있는 공간에 대한 공간인식 데이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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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박물관 AR저작도구 대시보드 설계안

윈도우기반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에셋
등을 정리하여 2D, 3D 데이터를 불러와서 배치하는
기본 저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박물관 유물 저작
시나리오에 따른 템플릿 기능과 전국박물관소장품
검색이 가능한 e-뮤지엄과 연결하여 그 곳의 데이터

그림 8. 박물관 AR저작툴 내 템플릿 기능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저작할 세부 콘
텐츠와 데이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 공간의 유
물을 중심으로 선정 되었다.
4.2 유물에 따른 저작 시나리오 구성안
각 유물에 따른 저작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저작메뉴
얼을 토대로 시범 저작을 하면서 추가기능 들을 발
굴할 예정이며 저작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완성
도를 갖는 저작툴 메뉴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
래는 여러 유물의 사용자 경험 중 말갖춤 유물에 대
한 저작시나리오의 예제이다.

그림 6. 박물관AR 저작도구 대시보드 설계안

4.1.1 박물관 유물의 사용자 경험에 따른 템플릿 저작 기능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정의한 박물관 관람자 4가지
유형과 6가지 혼합현실 사용자 경험을 추출하여 AR
콘텐츠 서비스를 구현했었다[1]. 이를 AR저작도구에
서도 템플릿 기능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그림 9. 말갖춤 저작시나리오 순서도

5.

결론 및 향후계획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쓰는 Unity
기반의 툴을 일반인과 같은 큐레이터가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물관에 특화된 직관적이고 쉬운
저작도구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토타입 개발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미술관/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실제 전시 공간과
그림 7. 착용형 혼합현실 기술 활용 박물관 AR서비스 사용
자경험 유형

박물관 AR콘텐츠에 특화된 6가지의 사용자 경험에
특화된 템플릿 기능을 추가하여 큐레이터가 손쉽게
AR콘텐츠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시물을

기반으로

착용형

증강현실에

최적화된

AR콘텐츠를 직접 손쉽게 저작하고 저작물을 관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윈도우기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AR저작도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박물관 AR저작도구 사용자 요구사항
및

필요기술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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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

서비스

개념도와

홀로렌즈

기반

학회논문지, 12(5), 70-80.

AR저작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홀로렌즈기반
AR콘텐츠 서비스 플랫폼과 저작도구와의 연관성을

7. 맥스트 AR매뉴얼

고려하여 저작도구 기능과 메뉴구조를 설계하였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

또한 박물관 AR도슨트에 특화된 저작툴로서
차별성을 만들어 내고자 박물관 저작시나리오를

no=91881
8. 이러닝신기술 동향

개발하여 스토리 기반의 저작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45/0905001928/09

앞으로 박물관 AR저작에 특화된 저작 소프트웨어
상용화 버전을 만들기 위해 유저별, 상황별 콘텐츠

05001928.html

제작을

위한

가상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최적화된

제작 접근법을 만들 계획이다. 이로써 AR도슨트를
위한 지능형 UI/UX기술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로
문화기술 산업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후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AR저작툴

개발과정과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AR저작툴 구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기술, 공간지도 관리 기술, 가상객체
관리 기술,
Asset Server 시스템 구성, 홀로렌즈
관리자 및 사용자용 클라이언트 개발, 구현 플랫폼
등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9.
PTC
ThingWorx
산업용
혁신
플랫폼
https://www.ptc.com/ko/products/iiot/thingworx-plat
form
10. AWS, VR,AR 앱 개발 돕는 ‘아마존 수메리안’ 공개
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18
739 , https://aws.amazon.com/ko/sumerian/
11. Billinghurst, M., & Kato, H. (2002). Collaborative
augmented reality. Communications of the ACM, 45(7),
64-70.
12. Dasgupta, A., Buckingham, N., Gračanin, D.,
Handosa, M., & Tasooji, R. (2018, July). A 혼합현실
based social interactions testbed: A game theory
approach.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Augmented and 혼합현실(pp. 40-56). Springer, 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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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상황의 화재 재난이

요약문
최근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재난

발생하여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에서의 대피 및 행동 요령을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화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모의 훈련에 대한 수요가

이용한 재난 대비 훈련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방관들은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받고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VR
소방 훈련 프로그램들은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
훈련을 위해 화재 상황 VR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방법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18 명의 실험자와의 user
study 를 통하여 개발한 시스템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VR 소방 훈련 시스템과 4 가지 인간 요인(i.e.
presence, reality, meaning, play) 관점에서 비교 및

있는데,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의

소방훈련으로

이용하여 진행한다(e.g. 실제 폐가에서 진행하는
모의훈련). 그러나 불을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훈련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화재를 이용한 훈련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은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화재 대처법은
학습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긴장감 있는 상황과는
다소 달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응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VR 을 이용하면 가상의 화재
재난 상황을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몰입감 있게 제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자들은 우리가 개발한 소방

줄 수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2].

훈련이 meaning 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 요인 관점에서

하지만 VR 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많은 VR 소방 훈련은 실제 소방관의
화재 대처방법, 혹은 화재 재난 자체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주제어
가상현실, 소방훈련, 재난상황, HCI

못하는 이유로 인해 낮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는

1. 서 론
최근 화재 재난 안전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 년 동안 매년 약 4 만 건
이상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왔고, 그에 따른 인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1 2019 년에는
국내에서 유명한 고성-속초 산불

2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 상가 지하에서3, 혹은 빌딩 높은 곳에서4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어진 VR 소방 훈련들의 문제점을 UCD (UserCentered Design) 기법을 통하여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밝히고, 이를 VR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개선된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 훈련과
비교했을 때 효과적인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 효과적으로 VR 소방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요소들을 확인한다.

1

https://bit.ly/33ybjEd

2

https://bit.ly/37LuGNB

3

https://bit.ly/2KZWpQQ

4

https://bit.ly/35GzMJ9

• UCD 방식으로 개선된 VR 소방훈련이 기존 훈련
시스템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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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작법을 앞, 뒤뿐

2. 본 연구의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VR 소방 훈련
시스템을 UCD(User-Centered Design) 방법론을

아니라 터치버튼의 전면을 사용해 360°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4].
UCD 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피드백 수용과 시스템 개발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디자인 기법이다[1]. 화재 재난 VR 소방훈련
시스템의 경우 소방관들의 의견과 요구사항(e.g.
움직임 개선, 상황 설정 개선)을 모으고, 해당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그후 또 다시 소방관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affinity diagram, 그리고
시나리오와

같은

다양한

HCI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결 방법

아쉬운 점
(1) 움직임 조작법이 어렵다

모든 방향으로 이동
이 가능하게 변경
앉은 자세, 벽 짚는

(2)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동 방법 추가

(3) 불이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Arduino 를
뜨겁지
않아서
긴장감이
실제 열 생성
떨어진다
(4)

아직도

이용한

가상현실이라고 현실적인 구조자 구 출

느껴졌다.

방법으로 개선

표 1 – 실험참가자 22 명(남자 14 명, 여자 8 명)의 사용자
피드백. 각 항목은 세부항목에서 다루어짐

3. 사용자 피드백과 개선
비록 이전 연구에서 UCD 기법을 이용하여 높은

3.2 시야 확보 및 방향 찾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는 VR 소방훈련을 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들의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 라는 응답은 현실성이 높게

요소들이 있었다[4]. 표 1 은 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반영된

‘움직임 조작법이 답답하다’는 응답이 5 명(22%)으로
제일 많았고, ‘연기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느껴도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응답은 4 명(18%)으로 또한 높았다. 이외에도 ‘불이
비현실적이다’, ‘부상자를 아이템 줍는 것 같아서
아직도 가상현실이라고 느껴졌다’, 등 다양한 응답을

요소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자신의 손마저도 제대로 보기 힘들다는

받았다. 이러한 사용자 피드백을 고려하여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야 차단은 반드시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정하였다.

있어야하는

요소라고

판단해

연기의

강도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실제 화재 상황 내부에서 소방관들은 저자세를

3.1 움직임

유지하면 연기가 없어서 시야가 확보가 되므로 이러한

대부분의 VR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텔레포트 방식
움직임은 간편하지만 현장에서의 움직임과 매우
동떨어져서 실제 움직이는 듯한 방식으로 제작했으면

움직이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비록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지만, 앉은
자세에서는 연기의 방해를 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한다고 대답한 소방관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하였다 (Figure 1-좌).

VR Controller 의 터치 버튼을 사용해 터치버튼의
앞쪽을 누르면 전진, 뒤쪽을 누르면 후진하게 하도록

또한, 소방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화재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움직임 방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텔레포트 방식보다는
나았으나, 앞과 뒤로만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작법이 불편하다, 답답하다’ 라는 응답을 많이

현장에

들어가거나

탈출할

때

보통

소방호스를

이용하는데, 이 호스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소방관들은 앉은 자세에서 벽을 짚으며 길을
찾아간다고 한다. 우리는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벽과
가까이 있을 때 손을 형광색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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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방관들에게 돌발
상황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출 과정이 매우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VR 소방 훈련

기대한다 (Figure 1-우).

시스템[4]에서는

구조자를

구출할

때

컨트롤러를

구조자의 몸에 대면 구조자가 사라지면서 구조를
성공했다고 가정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VR 내부에서의 간결성과 편의성을 위해 설정한 것인데,
사용자들은 이를 보고 ‘부상자를 아이템 줍는 것 같고
현실성이 떨어진다’와 같은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서 소방관이 구조하는 것과 같은
Figure 1 – 좌: 앉은 자세에서의 시야 확보, 우: 벽을
짚으면서 방향 찾기

(3) 불의 비현실성
사용자들의 피드백 중 ‘불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응답이
있었다. 시각적으로는 불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열기가 없어서 어색했다. 이전에 소방관들과
인터뷰를 하였을 때 ‘화재 현장은 생각보다도 더

방식으로 부상자를 구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소방관이 2 명 이상 있을 경우 부상자를 구조할 때
부상자의 무게 때문에 보통은 들것을 통해 나르지만,
1 명만 있을 경우는 다리를 잡고 끄는 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옮긴다. 이러한 현실적인 행동 방침에
기반하여 우리는 VR Controller 를 이용하여 부상자의
다리를 잡고 끌고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Figure 3).

뜨겁고 답답하다’ 라는 답변도 많아서 불의 효과를
실제로 느껴지는 열기를 통해서 개선하기로 하였다.
가상 세계에서 촉각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는 바람, 온도,
빛,

진동,

그림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간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실감 미디어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5]. 또한, VR
소방 훈련 제작을 위해서 이전부터 시각적인 효과
이외에도 실제 열기를 Arduino 를 통해서 다루려는
노력이 있었다[8]. 따라서 우리는 불에 촉각적인

Figure 3 - 개선된 부상자 구조 방식

효과를 추가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가상세계에서
불과의 거리에 따라 온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Arduino IRremote 를 Unity 와 연동하여 시스템을

4. 사용자 스터디

개선하였다.

4.1 VR 소방훈련의 사용자 경험 요인
본 연구에서는 현존감, 현실성, 의미성, 재미, 4 가지
인간요소(human factors)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현존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는데, Schuemie
et al. (2001)에 따르면 현존감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들은 “그곳에 있다(being there)” 라는 느낌이나
경험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고

한다[7].

VR

시스템에서 현존감은 사용자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
있고, 이전부터 현존감에 중점을 둔 VR 연구들이

Figure 2 - Arduino IRemote 을 통한 불 효과 개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9].
(4) 가상 현실 인식
표 1 에서 ‘아직도 가상 현실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을 한 실험 대상자는 사람

VR 시스템을 제작할 때 현존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Hartevele (2011)는 화재 재난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게임으로 제작할 경우 현실성, 의미성, 그리고 재미가

- 65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3]. 현실성(World of
Reality)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와의 닮은 정도를,
의미성(World of Meaning) 은 가상 공간 내에서의
경험이 실제 세계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그리고
재미(World of Play)는 가상공간에 얼마나 사용자가
관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세가지 관점을 고려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Triadic Game Design (TGD)이
라고 부른다.

4.3 실험 결과
(1) 설문 조사
IPQ 는 G (general presence), SP (spatial presence),
INV (involvement), REAL (experienced realism)
4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있다. 우리는 실험자가
느끼는 현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각 세션에서의 점수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Triadic game design
(TGD)의

3

요소도

마찬가지로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Figure 5 와 6 은 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4.2 실험 VR 소방 훈련의 사용자 경험 요인
실험은 총 32 명(남자 26 명, 여자 6 명)의 일반인(연령
평균 = 24.3, 표준 편차=1.21)을 대상으로 betweensubjects study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세계의 사람들
이 사용하는 스팀 플랫폼에서 훈련용으로 제작된 소방
VR game 을 다운받고, 이를 Control 프로그램으로5 설
정하였다 (Figure 4). 실험 참석자는 개선된 시스템과
control 프로그램 중 하나를 “무작위”로 플레이한 후,
완료하면 설문지를 통하여 체험한 프로그램의 현존감,
현실성, 의미성, 그리고 재미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
문지는 현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Three-Component
Presence Model 의 설문 항목인 Igroup Presence
Question-naire(IPQ) item[6]을 사용하였고, Triadic
Game Design 의 3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7-리커트 척

Figure 5 - IPQ result(5–point Likert 척도). *는 p<.05 을
의미

도 (Likert scale)의 질문을 만들어서 제작되었다. 모두
끝마친 후 전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실험을 종료하였
다.
HTC VIVE PRO HMD 와 컨트롤러가 실험에
사용되었고 Intel CORE i7 과 GeForce GTX 1070
그래픽 카드, RAM 16G 가 장착된 Window 10
PC 에서 가상환경이 실행되었다. 우리는 Unity3D
엔진과 Steam VR plugin 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ure 6 - TGD survey result(7-point Likert 척도). †은
p<.10 을 의미

Figure 5 에서 알 수 있듯이, IPQ 에서 모든 항목에서 5
리커드 척도의 중간 값인 3 보다 높은 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P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더 나은 현존감을
Figure 4 - Control program

사용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EAL
항목에서는 t-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28)=-2.48, p=0.22). 마찬가지로 Figure
6 에서 TGD 의 3 가지 관점에서도 7 리커드 척도의

5

https://bit.ly/2QYybKF

중간값 4 보다 더 높은 값이 보였고, 비록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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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프로그램은 의미성(Meaning)에서는 control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를
보이지만,
나머지

검증하였고, 마지막으로 실험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이후의 VR 소방 훈련 개선 방향을

현실성(Reality)와 재미(Play)에서는 더 높은 결과값이

잡았다.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존감의 t-test
결과와 마찬가지로, TGD 의 3 가지 관점 중 특히
Reality 에서 다소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28)=-1.81, p=0.08).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제작한
VR 시스템은 현실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개선을
이루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VR 소방훈련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HCI
기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VR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제작 방식으로, 추후 VR 소방 훈련을 만들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할 것을 강조한다.

(2) 사용자 피드백
실험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한
16 명에게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 VR 소방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번째로,

우리는

시스템이

표 2 는 이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사용자에게 현존감, 현실성, 의미성 그리고 재미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화재 상황

실험자들 중 ‘구출 대상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대처 능력의 증진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

불편하다’, ‘움직임 조작이 불편하다’라는 응답을 각각

또한, 이전 연구에서 받은 모든 피드백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점도 있다. ‘움직임 조작법이 불편하다’는

6 명(33%), ‘구출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 명(56%), 그리고 열원의 위치에 대해서
3 명(33%)가 지적하였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피드백은 이전에도 있었고 개선을 하려고 전방위로

추후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동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고쳤지만, 여전히
실험자들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기대한다.

이러한 재난 대처에 관한 능력 증진, 그리고 이전에
적용하지
피드백 내용

구출 시 구출 대상을 잡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응답 수(명)

못한

피드백과

새로

받은

피드백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더욱 효과적인 소방
훈련 시스템을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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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방식의 공간스캔 방식을 이용하여 유물이나

요약문
가상 박물관은 공간과 사용자 간의 물리적 제약이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체험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박물관 중 미술 갤러리에서 다양한 버전의 저작과
관람객의 참여 유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큐레이터들의
저작 절차(Curation Process)를 반영한 큐레이션
인터페이스와 여기서 저작된 다중의 큐레이션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전달 방식의 가상미술관이 아닌
다양한 버전의 저작이 가능한 큐레이터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가상 저작환경을 제안함으로
큐레이션 저작자들이 직관적으로 박물관의 가상 저작과
사용자의 참여유도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한다.

주제어
Virtual Art Exhibition, Virtual Reality, Curation, Art
Museum

1. 서 론
가상박물관은

Virtual

(VMM) 가상박물관을

Multimodal

Museum

개인화(personalization),

쌍방향 상호작용(interactivity), 이용자 경험(user
experience),
풍부한
콘텐츠(richness
of
content)를 바탕으로 박물관을 보완, 강화, 증강한
디지털실체 (digital entity)로 정의하고 있다. [1]
이러한 디지털 박물관은 웹 박물관[2], 사이버박물관,
가상 박물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적지를 디지털 스캔 후 시각화하여 관람객에게
콘텐츠로 제공하는 가상박물관형태이다. 이 두 방식의
디지털박물관 모두 관람객에게 일방적인 경험과 지식의
전달에 그 기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랙션을 위한
사용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과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다양한
기술
등이
기존의
디지털박물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가상박물관 중 가상 미술관을 중심으로
저작자가
큐레이터들의
저작
절차(Curatorial
Authoring Process)를 반영한 사용자 경험(UX/UI)을
기반으로 큐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관람자에게 다양한 큐레이션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유도를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2. 기존 사례 연구
2.1 기존 가상박물관의 대표기술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그러한 가상 전시 공간 실행파일은 웹페이지상에 360
도 영상, 이미지 또는 인터랙션 미디어의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전시와 작품에 시공간의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동한다.
대표적인 구축 사례는 크게 웹페이지 방식의 가상
콘텐츠, 3D 스캔이나 3 차원 가상공간을 구축한 가상
공간 방식의 가상 콘텐츠, 360 비디오를 기반으로
유투브나 스트리트 뷰를 기반으로 구축된 가상 콘텐츠

박물관방식이다.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서비스되는 디지털 박물관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제공되어 왔다. 첫번째는 이미지 갤러리 방식의
웹페이지 형태의 콘텐츠로 갤러리, 구글 스트리트 뷰,
360 비디오 등으로 구현된 디지털 공간 시각 데이터를
두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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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 페이지 갤러리방식의 가상 전시

2.4 360 비디오 가상공간 기반 가상전시

웹 박물관은 웹 페이지 갤러리방식의 가상 전시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웹 박물관
사례는 Virtual Museum of Canada[2]이나 Virtual
Museum of New France - Canadian Museum of
History[3]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그림 1.과 같이 가상 경험을 위하여 실제 공간에 맵핑
되는 지도 플랫폼에 웹 갤러리 방식으로 이미지를

360 비디오를 사용하여 가상공간을 구현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대표 사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360 비디오
만을 사용하여 체험자가 고정된 위치에서 시점을
이동하여 가상공간을 체험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360
이미지로 촬영된 이미지를 광역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체험자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Metropolitan Museum of Art[7]가
360 비디오 기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림 4.의 Art
and Culture[8]의 구글 스트리트 뷰 기반의 구축 사례와
그림 5.의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제공한다.

history 가 공간 기반 이동 인터랙션이 추가된
대표사례이다.

그림 1. Virtual Museum of Canada 의 웹페이지 기반 가상
박물관

2.3 3D 스캔, 3 차원 가상공간 기반 가상전시
3 차원 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point cloud 기술이나
3 차원 공간 모델링과 게임 엔진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은 기존의 360 비디오와 다르게 실제
공간에 대응하는 가상현실기술 기반의 가상 박물관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point cloud 방식으로는
National Museum of Computing[4], National
Heritage Museum[5], 3 차원 가상현실 기반 The British
Museum[6]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4. Art and Culture 의 360 이미지 기반 인터랙션 가상
박물관

그림 5.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의 360 이미지 기반 인터랙션 가상 박물관

그림 2. Hintze Hall, NHM London 의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가상 박물관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그림 3. British Museum 의 가상현실 기반 가상 박물관

2.5 기존 전시의 한계의 극복을 위한 연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박물관 중 웹
박물관과 가상박물관은 콘텐츠 저작자가 사전 제작
단계에서 360 도 카메라 또는 3D 스캐너와 같은 고성능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순간에 촬영하여 제작한 것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 방식은
시간과 콘텐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고정된 전시
콘텐츠의 경험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제작
방식의 특성에 따라 특정 장소의 전시를 디지털화,
가상화 하여 디지털 정보로 기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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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eb-VR 기반 가상미술관 설계 다이어그램

3. WB-VR 가상미술관의 설계
이와 같이, 현재의 디지털 박물관의 웹, 가상 전시
시스템은 실제 전시 공간 중 일부 섹션과 전시에 대한
한시적 기록에 지나지 않으며,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제한적인 인터랙션을 통한 시각적 경험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3D 가상 전시 공간
사용자의 콘텐츠 저작 권한과 참여 정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Kiourt et al. [9]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을 ‘큐레이터/관리자’와 ‘관객’으로
구분하고, 관리자 모드에 접속한 사용자가 3D 가상 전시
콘텐츠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바
있다.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는 평면 조형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하여 웹상에서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며, 웹상에서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은 가상 환경 속 전시물로 즉시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Hayashi et
al.(2016)[10]의 연구로 사용자가 위키미디어 커먼즈
(Wikimedia Commons)의 북마크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저장한 그림 파일을 3D 가상 공간
실행파일 데이터로 전송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화(personalized)된 전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가상 전시 큐레이션(virtual curation) 관련 선행 연구는
전시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사용자의 참여 권한을
확장하고 특히 작품 선택과 배치 등을 담당하는
큐레이터의 실제 직무 인터랙션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1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도출
2.5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 큐레이션 기능이
추가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단일 콘텐츠만을
생산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가상 전시 공간의 실질적인 의의는
현실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대체 경험을 체험하는 데에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b-VR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큐레이터와 사용자가 3 차원 가상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큐레이션의 전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
및 구현하였다. 이러한 Web-VR 가상 전시 플랫폼을
통하여 전시 콘텐츠에 대한 다중 큐레이션 시뮬레이션
제작 도구로서의 유용성과, 콘텐츠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의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 구현의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
구도심에 위치한 예술 공간인 ‘구석으로부터’을
선정하였다. 대상 공간의 실제 모습과 동일한 형식의
3 차원 가상 전시공간을 3D 모델 및 Web-VR 로 제작,
웹페이지상에 구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Web-VR 기반 다중 큐레이션 시뮬레이션 플랫폼
설계
그림 6.과 같이 이러한 앞서 기술한 큐레이터와
사용자가 동일한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큐레이션
저작물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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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전체 구성을 큐레이션이 이루어 지는
부분(Curation platform)과 사용자가 저작된 결과물을
확인하는 부분(Web-VR platform)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상으로 구축된 3 차원 미술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 3 차원 미술관을 큐레이션이 이루어 지는 부분
(Curation platform)에서는 3 차원 큐레이션을 수행
하면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되는 큐레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뷰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4. WB-VR 가상박물관의 구현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가상미술관은 Unity 2019.2.11f
버전을 사용했고, C# 스크립트 언어기반으로 기능을
구현하였다. 큐레이션 과정에서 사용한 작품들은 직접
작가들에게서 동의 와 활용을 허가 받아 활용되었다.

메뉴 중간 부에는 텍스트 정보로 작가에 대한 설명,
작가의 작품 리스트에 대해서 보여준다. 작품 리스트
보기 창은 선택된 작가별로 작품 리스트를 볼 수 있고
큐레이션에서 사용할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리스트에
있는 작품을 클릭하면 그림 8.과 같이 작품 상세 보기
창이 뜬다. 작품 상세 보기 창은 전체 화면으로 이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큐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작가와 작품의 재료, 제작 연도에 대한
텍스트 정보도 제공받는다. 최종적으로 큐레이터의
큐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UI 도 제공한다.
위의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3 차원상에서 선택된
작품을 3 차원 모델 위에 배치하는 큐레이션 플랫폼(3D
Curation platform))으로 전환된다.
선택된 작품
리스트를 보는 창에서는 작품 리스트 보기 창과 작품
상세 보기 창에서 선택된 작품들을 작가 구분 없이
선택한 순서로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선택된 작품 리스트를 보면서 큐레이션에 사용하지 않는
작품들을 제외할 수 있다. 3 차원 큐레이션 공간 내에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된 작품 리스트로 3D 공간의
큐레이션 벽에 작품들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과 배치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3 차원 큐레이션
시스템에서는 그림의 큐레이션이 가능한 공간 앞에서
우선 고정 시점으로 기본 배치를 하고 이후 자유
시점으로 전환하여 수정을 진행한다.

그림 7. 전통적인 큐레이션 방식의 큐레이션 시스템

전통적 큐레이션 방식과 유사하게 큐레이션이 이루어
지는 부분(2D Curation platform)의
유니티 3D
프로젝트의 scene 은 Gallery scene 과 Curation scene
두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과 같이 Gallery
scene 의 상단에는 Curation scene 으로 전환
되는 메뉴가 있다. 작품 리스트 보기 창 버튼과 선택된
작품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는 메뉴가
배치되어 있다.
그림 9.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큐레이션 시스템.

그림 9.과 같이 3D 공간의 큐레이션 시 초기 고정 위치는
작가와 회의를 통해 정했고 이렇게 정해진 벽에서

그림 8. 큐레이션 시스템 중 작품의 작품 상세보기

작품들을 배치할 수 있다. 왼쪽 하단에 작품 슬롯과
큐레이션된 작품 슬롯 UI 를 배치했다. 작품 슬롯에서
큐레이션된 작품 슬롯으로 옮겨지면 큐레이션 벽에
카메라에서 가까운 벽 순서대로 배치된다. 큐레이션의
대상인 벽에 배치된 작품들은 마우스를 사용하여 상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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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반응과 의견을 즉각적으로
피드백 교환이 가능한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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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그러나 그림 1 과 같이 수술 도구인 내시경의 영상과
의료 정보의 영상, 뇌수술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모두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뇌수술의 한

다른 디스플레이에 출력된다. 특히 매우 좁은
공간에서 내시경 영상만을 의지하여 수술을 진행해야

종류인 비공을 통한 비강내 경접형동접근법을 이용한
뇌하수체 종양 수술(TSA: Endonasal Transsphenodinal Approach through Nostril)의 수술

하기 때문에 시선을 디스플레이별로 이동시키는 것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니다.

조건에서 각각 분리된 내시경 화면에 기존 분리되어
있던 의료정보 화면을 내시경 비디오에 증강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내시경 접근법
수술은 기존의 다른 수술과 달리 외비에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비침습 수술이다. 기존의 수술 환경에서
집도를 진행하는 의사의 시야가 환자, 내시경
영상화면, 의료정보 영상화면, 뇌수술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분리되어 직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수술 정보들을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사용자인 외과의사에 제공하기 위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 비젼

연구를
기술을

그림 1 . 뇌수술 환경에서의 정보 모니터 환경

이러한

활용하여 내시경 화면에 증강현실 데이터를 출력하기

수술환경에서

의료영상의

활용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강현실 기술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3].

위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하고 논의한다.
이를 통하여 경접형동접근법을 이용한 뇌하수체 종양
수술에서 의료 증강현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시경 영상과 기본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해부학정보를
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카메라의 위치에 정합하여

기대된다.

주제어

증강현실 정보를 생성하는 것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Augmented Reality, User experience, Endonasal

이를 통하여 의료영상의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자

·Transsphenoidal approach

한다.

1. 서 론

2. 기존 사례 연구

근래 두개저부 하방에 있는 종양을 코를 통하여
수술하는
경우를
경접형동
접근법(Transsphenodinal

실제

approach)

라고

하며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공간에 디지털 데이터를
증강하여 관찰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주로

뇌하수체에서
기인한
양성종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1]. 최근 경접형동 접근법은 내시경을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원격의료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4,5].

이용하여 넓은 수술 시야를 확보하여 수술 범위가

이를 위하여 내시경의 영상을 기준으로 의료영상을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다[2].

함께 배치하고 3 차원으로 구성 복원된 영상의 정보를
와이어 프레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 66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있다[6]. 이 방식은 내시경 화면에 직접 정보를

구성하여 이 두 부분을 동일 좌표로 정합하여 가상

증강하는 방식이다.

환자를 구성한다.

이와 달리 증강 HMD 이나, 증강현실 글래스를

두번째 부분은 내시경의 위치를 추적하여 실제

사용하여 환부에 직접 정보를 증강하는 방식이

내시경의 카메라의 위치, 화각 등을 추적하여 좌표화

있다[7]. 이 방법은 환자에게 고정된 마커를 사용하여
중강정보를 정합하여 정보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수술에서는 마그네틱 센서와
트래커를 사용하여 수술도구의 위치를 파악한다. 본

환부에 직관적인 증강이 가능하나 추가로 마커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비젼

정합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술 중 매치 무빙(Match Moving)이나 Slam 기술을
시도하였다.
세번째 부분은 증강현실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으로

그림 2. 의료영상 증강현실 제안 플로우 차트

첫번째 부분의 3 차원 가상 환자, 가상 내시경의
데이터와 두번째 부분에서 획득된 3 차원 카메라를

.

정합하여 내시경의 현재 위치에서 인체의

3. 의료영상 증강현실 UX/UI 테스트 환경
설계 및 제안

구조물과 일정한 거리내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내시경 비디오 영상에 증강하여 출력한다.

전체 시스템의 제안은 그림 2 와 같이 3 개의 큰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부분은

가상환자와

가상내시경을

4. 의료영상 증강현실 UX/UI 테스트 환경
구현

통한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을 구성하는 것이다.
의료정보인 CT 와 MRI 에서 획득한 DICOM 파일을
기반으로 인체 정보를 분할, 복원하고 구성한다. 특히
측정 기기의 특성상 CT 영상에서는 뼈와 연골 조직을
분할, 구성하며, MRI 에서는 신경, 혈관등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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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ICOM 파일 기반의 가상환자 구현

그림과 같이 외부 피부 골격과 내부 신경, 혈관을

DICOM 파일은 Pixmeo 사의 OsiriX 와 오픈 소스

동일 좌표에 정렬하여 가상환자를 구성하였다.
정리된 가상환자 데이터는 외부 엔진 출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인

3DSlicer

를

사용하여

FBX 파일 포맷으로 전환하여 Unity3D 에 최종

분할(Segmentation)과 3 차원 데이터 구성을
진행하였다. Wavefront .obj 파일 형태로 추출하였다.

사용하였다.

특히 조직의 분할은 OsiriX 의 사전 정의된 픽셀
벨류(피부, 뼈, 금속)을 기반으로 하여 뼈를
분할하였다. 연골, 신경, 혈관등 자세한 부분은
3DSlicer

의

수동

레이블기능을

4.2 가상내시경 구현
가상

활용

내시경을

정보를

위해서는

추적하는

기존의

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는 그림 3 과 같이 외부 페이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시경의 자세(pose), 화각 (Field of
view)의 문제가 있다.

일정하지 않는 오류들이 발생한다.

위치

구현하기

수술도구의

방식으로는

센서가 측정가능한 부분은 카메라의 끝부분의
위치정보이다. 카메라의 손 위치와 끝부분을 동시에
추적한다면 카메라의 위치와 향하는 방향은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뇌수술 내비게이션 역시
수술 도구의 끝 부분를 측정하는 것에 제안되어 있어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트래킹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6 과 같이 Match-Moving Software 를 사용하여
후처리 방식으로 카메라 위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3 . 분할, 복원, 정합된 3 차원 가상환자 데이터

후처리 소프트웨어는 Vicon Motion Capture 사의
그림 3. 과 같이 Osirix 에서 추출된 wavefron .obj
파일은 폴리곤 면의 서페이스 노멀(Surface

Boujou 3D 를 사용하였다.

Norma)l 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력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utodesk
MAYA 를 사용하여 표면의 서페이스 노멀 을 모두
단일 방향을 정리한 후, 폴리곤 정리의 위한 최적화
과정(면이 소실된 부분, 다른 부분과 접착된 부분
정리)을 진행하였다. 레이블링된 폴리곤과 다른

그림 5 . Boujou 3D 를 사용한 MatchMoving 처리

부분의 폴리곤은 그림 4 와 같이 각각 다른 폴리곤

그러나 이러한 후처리 소프트웨어는 트랙킹 과정은
빠른 처리가 가능하나, 트래킹 이후에 카마라의

메쉬(Mesh)로 따로 분할하여 정리하였다.

위치를 계산하는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카메라
위치 추적과 지형생성이 가능한 ORB SLAM 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자세와 화각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그림 4 . 분할, 복원, 정합된 3 차원 가상환자 데이터

그림 4 에서 가장 왼쪽이 MRI 에서 복원된 신경과
혈관등의 세부 조직이며, 가운데 그림의 위편이
CT 에서 복원된 피부와 골격이다. 가장 오른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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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ORB Slam 을 이용한 카메라 자세, 화각 추적

하드웨어 센서 기반의 새로운

방식의 추가하여

강건한 추적과 실시간 증강현실 출력을 위한 연구와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4.3 가상현실 플랫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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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요약문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한 자원과 인프라의 부족, 교통혼잡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다. 그
동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계획하거나 노후화된 지역의 건물들을
재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계속된
도시의 팽창을 통해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최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시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래형 도시 모델을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데이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 시티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 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모델을 구현하면 실제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가상 공간에 구축하는 예시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있다. 좀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도시로의 진화가
최근의 미래 도시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 한다
[1,2]. 하지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은 단시간에
많은 인프라를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없다면 각 도시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미리 실제 환경과 비슷한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실제 도시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로 해지고 있다. 이를 디지털
트윈 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흥시를 기반으로
3 차원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예시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1-2.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가상 세계에 실시간 데이터들을
적용함으로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다. 초기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구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부담이 큰 산업, 공업이나 건축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후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주제어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사용되고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게임 엔진, 가상 세계

있다[3].

1. 서론
1-1. 스마트 시티
최근 도시의 팽창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팽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대규모로 모아지고

그림 1. 디지털 트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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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게임엔진, Unity3D

오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많은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2-2. Sketch-Up 을 통한 3D 모델링

표현하는데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게임 엔진을 선택하였다. 게임, 특히
온라인 게임은 다수의 사용자가 만들어 내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디지털
트윈에 구현한다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별히 여러 게임 개발 툴
중에서 Unity3D 는 타겟 플랫폼(Window, Mac,
Android, IOS, WebGL 등) 이 다양하고 비교적 쉬운

그림 3. Sketch-Up 으로 그린 시흥시 정왕동 3D 모델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으로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Unity3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 가 많아 개발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기 용이하다.

Unity3D 상에 도시의 건물을 얹기 위해 Sketch-Up
3D 모델링 툴을 사용하였다. 여러 3D 모델링 툴 중
Sketch-Up 을 사용한 이유는 국토 지리 정보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 지형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여 시흥시 정왕동

2.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일대의 주거지역과 시화 산업단지 일부를 모델링하였다.
2-3. 동적 데이터
게임 엔진인 Unity3D 에 Mapbox 로 공간을
구축하고 Sketch-Up 으로 생성한 건물들을 채움으로
도시의 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가상 공간 상에 다양한 동적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예시

동적데이터는

스마트 시티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데이터를 수집 해야 한다. 도시를 이루는
데이터는 사람, 센서와 같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데이터와 건물, 공간과 같이 한번 정해지면 잘

핸드폰이나

센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가상 공간의 좌표 값을 실제 위치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드를 생성,
할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하지 않는 정적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정적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한 플랫폼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구현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동적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게임 엔진인 Unity3D 를
사용했으며, 도시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도와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 Mapbox 와 Sketch-Up 을 활용하였다.
2-1. Mapbox 를 이용한 맵(Map) 구현
디지털 트윈을 위한 가상 공간을 구축할 때,
Mapbox 를 활용하여 맵을 구성하였다. Mapbox 는
개발자들을

위한

디지털

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며 Android, iOS, Webpage, Unity3D 상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SDK 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림 4. Unity3D 에 지도, 건물을 올리고 관심 영역을 선택한
모습

Unity3D 에 구현된 가상 공간 속에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관심 영역을 지정하고 영역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수만큼 노드를 할당한다. 그리고 노드의

실제 지도와 GPS 정보를 Unity3D 공간 상에 손쉽게

위치에 따른 실제 위도, 경도를 변환하고 그 값을 노드의
번호, 위도, 경도 정보와 함께 노드가 건물 안에 있는지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사람들과 차량들로부터

여부를 판단하여 텍스트 파일로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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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드의 개수가 62,500 개일 때, 노드의 위도, 경도,
In/Out 값

Index

Longitude

Latitude

In/out

0

126.74767

37.36641

0

1

126.74767

37.36627

1

2

126.74767

37.36612

1

3

126.74767

37.36598

1

4

126.74767

37.36583

1

그림 6. 노드의 위치에 따라 얻어진 값을 3D 그래프로 나타난
모습

…

…

…

…

3. 결론

62499

126.70719

37.33030

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모델로서 Unity3D 라는 게임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특히 도시의 건물 정보를 활용하여

노드의 인덱스 별로 저장된 위도, 경도 그리고 노드가
건물 안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In/Out 값을 활용하여

선택된 영역에서 건물이 차지한 영역을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5 의 이미지를 보면 건물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표현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향후에는 실제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나

안에 존재하는 노드는 불투명하게, 건물 밖에 있는
노드는 검정색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화제 발생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통해 건물과 건물이 아닌 부분을 판단하여 데이터를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 실제 센서의 값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디지털 트윈 상에 구현하는 작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진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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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계적으로 도시화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기존 인프라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주목했다. 과거에는 IT 기술을 통해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사업을 추진했었다. 도시에
각 센서를 달아 놓고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의 서비스 체감도가 저조 되어 발전없이
정체되었다.

현재는

시민중심의

체감형

도시인

스마트시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CT 기술에 중점을
두었던 U-city 와 달리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둔다. 스마트시티 연구가 성황리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문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다. 도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있어야

하며,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오픈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이 사진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국

20

그러나

여개
U-city

지역에서
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매우 부진 하였다. 그 이유는 정보의 일 방향 전달
방식과 시민들의 수동적인 정보수요 구조 때문이었다.
시민들의 실제 필요성 보다는 보여주기 식 공급으로
이루어졌던 U-city 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저조해 발전없이 정체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

중심의

체감형

도시인

스마트시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뜻한다. ‘똑똑한 도시’를 누리기 위해선 시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스마트시티의 정보 생산자이자
공급자가 되어야한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시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결국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도시
속 문제 데이터 공유와 수집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과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도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수집 오픈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실시간 위치

주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속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주민들의 견해와 함께 사진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스마트시티, 데이터 수집 오픈 플랫폼, 퍼스널 시티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서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데이터,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

공유되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위치정보

그리고

도시문제

의견을

오픈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1. 서 론
과거 첨단 정보 기술과 유비쿼터스 IT 의 발전은
혁신적인 개념의 신도시를 만드는 U-city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U-city 는 ICT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접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기대되는 국내 유비쿼터스 IT 의 대표적인 모델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U-city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2. 퍼스널 시티 데이터 수집 오픈 플랫폼
2.1 개발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 도구로
사용하였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비교적 다양한 OS
환경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오픈소스의 양이

- 66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방대하여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당사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하단 그림과 같이

API 기능을 사용하기 수월하다. 그리고 도시문제

구현하였다.

데이터들을 시민들에게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버
‘smart
city
project’

어플리케이션은 그에 대한 방법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Firebase 를 사용했다. Firebase 는
소켓으로 즉시 연결되며 실시간 접속수의 제안 없이
실시간 서비스를 구축하기 용이하다. 또한 서버 구조에
제안을 두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NOSQL 이라는
그림 2.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장점이 있다.

시민들이 ‘smart city projec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문제 사진을 찍어 서버에 업로드 하면 문제 위치와

2.2 ‘smart city project’ 어플리케이션

함께 데이터들이 수집된다. 그리고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를 불러와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데이터를 익명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익명이라는 조건은 표현의 자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무관한 글과 사진들이
올라와 시민들의 부적절한 데이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적절한 데이터들을 거를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를 구현했다. 이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그림 1. 어플리케이션 기능

2.3 시스템 UI

앞서,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에서 위치 기반으로 사진을 수집해 도시 현황에
맞는 문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있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스마트폰이 가장
적합하다. 시민들이 구글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 받아

그림 3. 스크린 디자인
‘smart city project’의 세가지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smart city project’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스킨을 위의 사진과 같이

개발하였다. ‘smart city project’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3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기능은 위치

구상하였다. 어플리케이션 유저는 메인 화면에서
두개의 버튼(카메라, 갤러리)과 지도를 통한 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 현황을 지도 위 두가지

현황들을 제공받는다. 시민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색의 마커들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도시문제 빈도가 많은 장소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장소를 카메라 버튼을 이용해 사진을 찍으면 의견제출
액티비티를 볼 수 있다. 초기엔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지만 수집과

활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도시
문제를 사진으로 수집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으로 해당

공유가 동시에 일어나 속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단일 액티비티에 있던

장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방문하기

기능들을 두개의 액티비티로 나누었다. 지도 화면에서

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은 다양한 의견들을
익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의견 제출기능을

의견 제출화면으로 넘어갈 때 첫 실행의 조건을 ‘Url 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을 불러와라’로

익명으로 하여 실명공개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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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동적으로 메인 화면으로

2.4 관리자 페이지

되돌아가게 구현하여 불필요한 터치를 줄였다.

그림 6. 관리자 페이지와 업로드 사진 페이지

그림 4. 메인 화면과 의견제출 과정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표현의 자유만 제공하지 않는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익명으로 쉽게 데이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악용하게 된다면 다수가 불건전한
데이터들에 노출될 수 있다. 때문에 중간에서
사용자들이 올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먼저
불러와 부적절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의견제출 화면에서는 사용자 의견을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선택형 아이콘을 배치하였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창을 배치하였다.
해당화면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를 시 사용자가
데이터가

서버에

업로드

되며

데이터가

수집된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본인이
업로드한 문제 데이터가 지도 위 해당 위치에 마커로
저장된다. 또한 마커의 색상은 의견제출시 선택했던
두개의 아이콘 관련 색상으로 표시된다. 이 두가지 색의
마커로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제공되는 마커 개수를 통해
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과 사진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버튼은 사용자들의 의견이 담긴
데이터들을 사진으로 모아 볼 수 있다. 사진, 사용자들의
의견을 단순화 한 아이콘, 문제 데이터의 위치 주소,
사진을 찍은 시간과 같은 상세정보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업로드한 데이터들만 볼 수 있는 액티비티를
구현하였다.

이

구현하였다.

먼저

사용자가

‘smart city projec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자동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의 동적 테이블로

그림 5. 데이터 공유 화면

작성한

관리자페이지를

액티비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한 데이터 삭제 기능을 넣을 예정이다.

본인이

불러온다.

이

데이터들을

검수하며

부적절한

데이터들은 즉시 제거하고 관리자가 승인한 데이터들만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능의 관리자
페이지 구현으로 사용자들을 부적절한 데이터 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3. 결론
과거 U-city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형 데이터
수집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도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있어야 하며,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사진, 데이터 공유 등 시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현이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이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가지고 ICT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관련된 연구로 스마트시티의
이해도와 ICT 의 친숙도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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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였으며
추진과정의
특성에
해당되는
지역특성반영 변수와 참여 주체의 정부주도와 참여

프로젝트 지원으로
B151375-02).

변수가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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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요약문

킥보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걷기에는 멀고 차를

최근 전기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를 사용한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였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personal

타기엔 애매한 거리일 때 사용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환경문제와 교통 체증 문제

mobility’의 합성어로 개인 이동 수단을 뜻하며
1~2 명이 탈 수 있는 단거리 저속 이동 수단이다. 또한

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에 비해 주차 문제에서 자유롭고 전기를

모빌리티 시장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하여 경제적이며 다른 엔진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사고 위험과
교통의 혼잡성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통행에

있기 때문에 최근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 수가

방해되지 않고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 발생 감소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국내에는 아직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련된 법이

위한 도로 정비 와 교통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체계적이지 않고 안전에 관한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1-2 퍼스널 모빌리티와 공유 데이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들을 공유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이 퍼스널 모빌리티와 함께
주행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폰과 스마트 밴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회사들이 등장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하였다.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모빌리티 주행
시 사용자에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고 주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수시로 급변하는 교통
수요와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에 적용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센서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모빌리티가 필요한 장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공유 모빌리티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제안한다.

주제어

2. 본문

퍼스널 모빌리티,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서

2-1 사용자 데이터 활용

1. 서 론

사용자들의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면

1-1 퍼스널 모빌리티의 전망 및 문제점

퍼스널 모빌리티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모빌리티 주행 중에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에 등장한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초소형 이동 수단으로 주로 근거리 주행에

발생하는 데이터로는 위치, 속도,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빌리티 자체

사용되며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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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리가 흔히 지니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가공하여 심박수,

(스마트폰, 스마트 밴드 등)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여러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에 스마트 폰의 센서 데이터와

데이터 중 스마트폰의 가속도, GPS 센서와 스마트

함께 저장하였다.

밴드의 심박수,
추출하였다.

걸음수,

이동거리

등의

정보를

2-2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추출

그림 2 FitBit 데이터 시각화 예시
2-4 생체 데이터 수집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센서 데이터와 생체 데이터를

그림 1. 스마트폰 데이터 활용과 축적

스마트 폰 내부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 중 퍼스널
모빌리티와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GPS 와 가속도

함께 수집할 수 있다.

센서를 선택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3 축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의 휴대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른
신호를 사용자들의 특정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이 신호의 차이가
큰 기기에서는 더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행 중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가속도 센서를 GPS 센서와 함께 분석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기반으로 어떤 위치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위험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탐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3 FitBit 데이터 추출
FitBit 에서 얻을 수 있는 생체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림 3. 센서 데이터 수집 예시

이유는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주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위의 사진은 데이터를 수집한 예시이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탑승하고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 등과

스마트 폰의 앱을 실행하면 5 초마다 자동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로 이동 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할

있다. 심박수와 같은 생체 데이터를 위치, 가속도

수 있다.

센서와 함께 분석한다면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많은 웨어러블 기기들 중 자세한 생체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장세와 이에 따른 교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밴드(Fitbit)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착용한 후 추출할 수 있는

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이런 공유 데이터에

데이터들을 수집해 보기로 하였다. Fitbit 데이터는

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 기관의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간단한

json 형태로 제공되어 웹으로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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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경로에 비교하여 특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여러 사람에게서

주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을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것이다.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모빌리티 배치가

사사의 글

가능하다. 또한 교통, 날씨 정보 등의 공공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 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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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 각각의 이용자 관점에서 개인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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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근접 주차센서를
활용한 안전 경고등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자동차 안전 경고등 시스템은 자동차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근접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측면 깜박이를 빠르게 점멸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가 있음을 주위의 차량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 2 사고 시 운전자가 보행자에 비해 높은 과실비율 적용

주제어

최근에는 출시되는 자동차는 전방, 전방 좌우측면,
후방, 후방 좌우측면에 주차보조 근접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그림 3, 4).

자동차 안전(Car Safety), 근접센서(Proximity
Sensor),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1. 서 론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보행자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미리 대처하고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그림 1). 또한 한국의 교통관련 법규는 약자
보호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그림 2).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고 난 뒤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경우를 감지하여

그림 3 자동차 근접센서와 설치[1]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4 자동차 근접센서 작동 예[2]

이러한 센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려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지만, 주차 중에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하여

그림 1 운전자 사각인 자동차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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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화를 하는 것처럼, 운행 중 또는 주차
중에서 자동차 배터리에서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하여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 이를 근처의 차량에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3. 자동차 근접 주차센서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
경고등 설계

시스템이 있다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근접 주차센서를
활용한 안전 경고등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자동차 안전 경고등 시스템은 자동차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근접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측면 깜박이를 빠르게 점멸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가 있음을 주위의 차량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자동차 근접센서를 이용한 사고방지 시스템
작동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3.1 제안 시스템의 기능 설계

사고를

2. 초음파 근접센서
자동차용 근접센서로는 초음파 근접센서와 레이더
센서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근접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지하여 주변 차량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초음파 근접센서의
원리는 그림 5 와 같이 초음파 근접센서의 초음파
발생장치를 통해 송신된 초음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와서 초음파 수신부에 인식되는 시간을 음파
전달 속도로 나누어 초음파 근접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4]

① 자동차 운행 중 잠시 정차 또는 주차중인 차량
주차센서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 발견 (좌측)
② 차량 주차센서로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추정 (중간)
③ 움직이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측면 깜박이를
빠르게 점멸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가 있음을
주위의 차량에게 알림 (우측)

그림 7 주차 근접센서를 이용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알림 방법
그림 5 초음파 근접센서의 원리[4]

3.2 제안 시스템의 구현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근접 주차센서를 이용한 보행자
안전 경고등 시스템은 그림 3 과 같이 자동차에
설치된 전방, 후방 및 측면 근접센서를 활용하여
자동차에 근접한 사람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초음파 근접센서 부품 모듈은 그림 6 과 같이 측정된
물체의 거리에 비례하는 전압 또는 전류 유형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그림 6 초음파 근접센서의 아날로그 신호 출력[5]

그림 8 근접주차센서기반 보행자 안전경고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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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경고등은 자동차에 기존에 설치된
깜박이 등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그림 8 과 같이 근접센서 신호 입력 부,
자동차 점멸등 제어 부, 자동차 내부 CAN 통신 버스,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의 Killer 기능으로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리 및 움직임 분석 부와 보행자 안전 경고 부로
구성된다.

사사의 글
본 논문은 2019 학년도 MNU 혁신사업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차 근접센서를 이용한 보행자의 접근, 움직임 및
속도에 대한 분석은 그림 9 와 같이 자동차 전방과
후방에 설치된 근접센서 어레이(Array)로부터 입력된
거리신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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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근접센서 어레이에 입력된 신호기반 움직임 분석

3.3 해결해야할 문제들

4. Dejan, Ultrasonic Sensor HC-SR04 and
Arduino Tutorial, https://howtomechatronics.
com/tutorials/arduino/ultrasonic-sensor-hcsr04/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행자 안전 경고등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주차 중인 차에서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전력이 아주 적어야 배터리 방전문제를 피할
수 있다.

5. Ultrasonic Sensor Wired Connections, https://
www.senix.com/technical-support/ultrasonicsensor-technology/distance-measurementsensor-output/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반응할 수 있는
근접센서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측면 깜박이 신호와는 구분되는 색상
또는 점멸 타이밍을 협의를 통하여 통일해야 한다.
 모든 차량에 이러한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사고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근접 주차센서를
활용한 안전 경고등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자동차에
기 장착된 근접 센서와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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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딥러닝 기반의 얼굴 감정 인식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감정 인식 모델은 주로 제한된 환경 (예: 동일한 얼굴
각도, 조도 등)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 및
검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한 감정 인식 모델
개발 Framework 를 제안한다. 제안 Framework 는
다음의 5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소량의 Target Data 로 Facial Landmark 를
검출한다. 2) Facial Landmark 간의 거리 및 각도를
통해 얼굴 각도의 Variation 을 추정한다. 3) 영역별
Pixel 값으로 조도의 Variation 을 추정한다. 4) 추정된
Variation 을 기반으로 Data Augmentation 정책을
추천한다. 5) 추천된 정책으로 Data 증강한다. Data
Augmentation 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상황에서 수집된 K-Face DB 를 대상으로
제안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실험을 통해 기존의
Dataset 만 학습할 때 대비 제안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주행
환경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Data
Augmentation 정책 추천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감성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감정 인식 서비스, Data
Augmentation

1. 서 론
최근 자율 주행 자동차가 발전으로 탑승자의 여가 시간
증가하여 인카 엔터테인먼트 (in-car entertainmen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탑승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자동차가
탑승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해 이에 적합한 동작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적용으로 감정 인식 기술 수준이 상당히 발전했지만,
낮은 조도 등 다양한 성능 저하 요인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강건하게 동작하지 않는다 [1]. 특히, 차량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과는 달리 탑승자의 앉은 키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각도, 특이 환경(가로등, 터널, 밤,
낮)으로 인한 다양한 조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 환경에서 기존 감정 인식 모델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나아가, 실제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감정 데이터셋 종류와 양이 적어 주행 환경에 적합한
감정 인식 모델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행 환경에서 강건한 감정 인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경에 적합한 Data Augmentation
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행 환경에 적합한 Data
Augmentation 기반 운전자 감정 인식 모델 개발
Framework 를 제안하고, 해당 모델과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감정 인식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Data Augmentation
기법 적용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DATA AUGMENTATION 기반 운전자 감정
인식 모델 개발 FRAMEWORK
Data Augmentation 기반 운전자 감정 인식 모델 개발
Framework 는 크게 5 가지 단계, 1) Facial Landmark
검출 2) Facial Landmark 기반 얼굴 각도 추정 3) Pixel
값 기반 조도 추정 4) 최적 Data Augmentation 기법
추천 5) 추천된 기법을 통한 데이터 증강 및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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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acial Landmark 검출
Haar-like feature 기반의 Cascade Classifier 를
활용하여, 이미지 내의 얼굴 및 Facial Landmark 의
위치를 검출한다.
2.2 Facial Landmark 기반 얼굴 각도 추정
Facial Landmark 좌표 간의 각도 및 거리를 기반으로
Head Pose 를 추정한다. 그림 1 과 같이 얼굴 각도의 세
가지 방향 (Yaw, Pitch, Roll) 각각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의 범위를 추정한다.

그림 2 최적 Data Augmentation 정책 추천 예시

2.5 데이터 증강 및 학습
기존 Training Data 에 추천된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여 Augmented Dataset 생성한다.

3. DATA AUGMENTATION 기법 적용 후 감정
인식 모델의 성능 검증 실험
본 장에서는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한 후
감정 인식 모델의 정확도 향상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
과정, 환경 및 데이터 설명을 서술한다.

그림 1 얼굴 각도의 3 가지 방향

2.3 영역별 Pixel 값 기반 조도 추정
이미지 범위 별 Pixel 의 크기의 평균을 산출하여,
조명의 각도 및 세기를 추정한다. 좌우 영역의 Pixel
값의 차이로 조도의 각도를 추정하고, 전체 Pixel 값의
평균으로 조도의 세기를 추정한다.

구현 및 실험은 Intel Core i7, NVDIA GeForce GTX
1080 Ti 가 탑재된 PC 내의 Python 3.6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3.1 실험 과정
Data Augmentation 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3 과 같이 2 가지 Approach 로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다.

2.4 최적 Data Augmentation 정책 추천
기존 Training Dataset 에서 추출된 얼굴 각도 및
조도의 Variation 과 Target Dataset 에서 추출된
Variation 의
차이를 기반으로 최적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추천한다.

Approach 1 은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제한된 환경에서 수집된 Training Data 만을
학습하여 감정 인식 모델을 개발한다.
Approach 2 는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소량의 Target
Data 에서 주행 환경에 적합한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선정한 후, 해당 기법을 적용하여 가상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 후 생성된 Augmented
Dataset 과 기존 Training Dataset 을 학습하여 Data
Augmentation 기반 운전자 감정 인식 모델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얼굴 각도, 조명 각도, 조명 세기
등의 변수가 고려된 환경에서 수집된 Test Data 를
대상으로 각 Approach 에서 개발된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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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000개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차량 환경에 적합한 조명 세기 및 밝기, 촬영 각도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5000개의 이미지를 Test
Dataset으로 사용한다 [5].

4. 실험 결과
4.1 Data Augmentation 기법 추천 결과
Target Data 와 Training Data 내의 Variation 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4 와 같다. 각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비교한 결과, “Yaw”, “Pitch”, “밝기”, “상하 밝기
대비”, “Zoom-in”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해당
변수들에 해당하는 Data Augmentation 기법
추천하여, Training Data 를 증강하였다.

그림 3 Data Augmentation 의 효용성 검증을 위한 실험 과정

3.2 데이터셋
실험에서는 모델 학습을 위한 Dataset 은 총 3 가지 1)
Training Dataset, 2) 주행 환경에 적합한 최적 Data
Augmentation 정책 추출을 위한 Target Dataset, 3)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환경에서 수집되어 실제 환경과
유사한 Test Dataset 이 사용된다.
• Training Dataset: ‘FER-2013’은 Google Image
Search API로 수집된 데이터셋으로 7가지 감정
클래스 (화남, 싫음,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 그리고
무표정)를 가지고 있다[2]. 총 35,887개의 48*48
Gray Scale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Train용
28,709개
Validation용
3,589개
Test용
3,589개로 나눠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Train용
이미지에 해당하는 28,709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 Target Dataset: 실제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Dataset으로 총 606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3]. 실제 주행 환경에서 수집되어, 주행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변수를 고려한 데이터셋이다 [6].

그림 4 변수 별 확률 밀도 함수 비교

• Test
Dataset:
‘K-Face
DB’
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이다. 3가지 감정 클래스 (happy, neutral,
disgusting)을 가지고 있으며, 촬영 각도 20종, 조명
30종, 액세서리 6종, 해상도 3종을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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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 산출 결과: 다. 본 논문에서는 Train용
이미지에 해당하는 28,709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
학습을 진행한다.

5. AI
Hub.
Available:
http://www.aihub.or.kr/content/140
[Accessed: 22-November-2019]

• 정확도 산출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각 감정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 대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6. DrivFace
Data
Set.
Available:
https://archive.ics.uci.edu/ml/datasets/DrivFace
# [Accessed: 22-November-2019]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ata Augmentation 기반 운전자 감정
인식 모델의 성능 향상 실험을 통해 주행 환경의 감정
인식 분야에 Data Augmentation 기법의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실험 결과, Data Augmentation
적용한 결과 소량의 Target Data 만으로 기존 모델
대비 성능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정 인식의
Data Augmentation 기법 적용 관련 연구에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주행 환경의 데이터셋에서
실험되었지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최적
Data Augmentation 정책 추천 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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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동과 이승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사용성평가항목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상생활에서 평가 대상 기기인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의 사용 시나리오를 정의하였고,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와 기기 간에 주요 접점(touch point)을
‘이승(transferring, 3 가지 유형)’과 ‘승강(elevation)’,
‘주행(driving)’, ‘도착(arrival)’, 4 종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접점에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 평가방법들을
정의하였다. 또한 실험적평가항목 2 가지는 예비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용성평가항목을 토대로 향후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에 대한 평가, 디자인개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연구들은 기기의 기술적 요소와 사용자 요구사항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평가항목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2, 3].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실제 사용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주요 사용성 문제들을 간과하여, 주요
평가항목에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주요 접점의 사용성평가항목들을
도출하여, 평가방법을 정의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고령자를
위한
실내
이승·이동지원기기’의
사용성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본문

주제어

2.1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의 개요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 사용성평가, 사용시나리오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2019 년 현재 고령인구가 14%을 넘어선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1],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품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의 기초 일상생활 중에서 ‘이동과 이승’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나, 이와 같은 기기지원에 대한
사용성평가연구, 기기 성능 및 사용자 요구사항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림 1. 이승지원을 위한 좌면 높이 조절 방식, (A: 최저
높이(12.5cm)), (B: 최고 높이(6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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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의 일상생활 사용 시나리오 별 기본 평가항목 도출

본 연구의 대상인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는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전동으로 이승(elevation)과
이동이 지원 가능한 기기이다.

3.1 평가항목의 구분 및 정의
표 1.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 평가항목 구분 및 정의

이승은 바닥, 변기, 쇼파 또는 의자에서 기기 간의 3 가지
유형을 지원 가능하다. (그림 1)처럼 이승을 위하여
시트부는 바닥에서 12.5cm 부터 최고 66.5cm 까지 전동
승강(elevation)이 가능하며, 측면 이승이 가능하게 팔
받침대가 접이식으로 되어있다.
이동은 조이스틱형 컨트롤러로 주행하며, 실내의 문턱을
극복 가능하게 설계/개발되었다.
2.2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의 사용시나리오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의 사용 시나리오는 4 종의
접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고, 각각의 접점에서
평가항목들을 정의하였다.

접점

정의

평가항목

근활성도
이승높이별
부하

바닥까지
내려온

⬄

시나리오

이승시간
(이승효율성)

좌면(기기)로

높이별 이승편의성

(수행시간, 오류횟수)
만족도

기기

이승하는 데 걸린 총
소요시간
이승 조작 Task

이승

시트부 형태
팔걸이 편의성
흔들림, 미끄러짐

④ 도착 (Arrival)

안정성

3.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 평가항목 및 방법

승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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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모멘트

보조기구 필요성

바닥,
침대,
변기,
의자,
쇼파

① 바닥, 침대, 변기, 의자, 쇼파에서 기기로의 이승
(Transferring), ② 승강 (Elevation), ③ 주행 (Driving),

고령자가 기거, 화장실, 거실, 식사 생활 공간에서의
이승과 이동의 일상생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 2)의 평가항목은 크게
실험적평가와 설문평가, 관찰평가로 구성되어있다.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들을 (표 1)과 같이 구분,
정의하였고, 실험적평가항목들은 예비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부항목

미끌림 및 이승 시
흔들림
승강속도에 대한
만족도
조작용이성

승강

좌면 상승 및
하강 동작

조작편의성
승강조작성
명확성(UI)
Task 수행속도
만족도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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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본떠서 스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형상,
③ 2 번 형상에서 좌면 폼의 재질을 두 가지 재질로

형태만족도
승강속도에 대한

혼합한 형상, 이렇게 3 가지 조건의 디자인 형상/재질에
대한 체압을 측정/분석하였다. 측정장비는 ‘Pliance
(Novel
Gmbh,
Germany)’
활용,
변수는
좌면압력(interface pressure), 접촉범위(contact area),
최대압력(peak pressure)을 활용하였다.

만족도
승강높이에 대한
만족도
미끄러짐
안정성

진동

‘이승 높이별 근골격계 부하평가’

충격

주행

탑승한
채로
이동(운전)

체크리스트

끼임사고

(안전)

낙상사고

주행속도

속도 측정

근골격계 부하평가는 이승높이 3 가지 조건(최저높이,
최대높이, 여성 오금높이 5% tile)에서 수행되었다.
측정장비는 Vicon Inc. 의 MX-T20 카메라 12 대를

조작성

Task 수행속도

(관찰항목)

Task 오류 횟수

활용하였고, Pulg Gait Full body 마커셋을 활용하여,
높이별 근골격계 부하량(Joint moment)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행안정성

4. 결론

미끄러짐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이승과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내용 전동 휠체어의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수행될 사용성평가항목들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안정성
(주관적,
동역학
시뮬레이션

진동

평가)

충격

안정성

등판각도(경사)

(관찰항목)

사용성평가항목들은 기기를 사용하는 일상생활
시나리오에서 고령자와 기기 간의 주요 사용 접점(touch
point)들을 정의하고, 각 접점에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고, 측정방법은 설문평가, 관찰평가(수행속도,
오류횟수),
실험적평가로
정의하였다.
실험적평가항목은 좌면의 형상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이승높이의 편의성을 평가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검증,
그리고 설문평가와 관찰평가의 결과는 기기의

장애물(문턱높이)
세부조작성
(이승위치 세부조작)

도착

이승
대상(침대,
쇼파, 의자,
변기
등)으로
도착

접근성

팔꿈치 각도조절
회전반경
제동 성능
이승대상과 충돌

사용성개선과 사용매뉴얼 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

안전성
안전성

사사의 글

이승 대상과 끼임사고
안전성

이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3.2 실험적 사용성평가항목에 대한 예비평가
본 연구에서 실험적 사용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체압(Interface
Pressure) 측정을 통한 좌면 형상 디자인 평가와 두
번째는‘이승 높이별 동작분석을 통한 근골격계 부하
(관절모멘트)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참고 문헌
1.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총 조사’, http://
kostat.go.kr /portal/korea/index.action
2. 이상화, 산업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QFD의 적용
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7(2), 133-

압력분석을 통한 ‘좌면 형상 디자인 평가’

142, 2007.

‘좌면 형상 디자인 평가’는 크게 3 가지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① 일반적인 전동휠체어 좌면 형상, ② 착좌

3. 김관명,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상의 실체화 단계를
위한 동시공학 개념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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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개발되어 실내에서 사용자의 자립 지원을 통해 기

요약문
본 연구는 인체 치수 분석을 통해 실내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 중 이승과 이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기 개
발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한국인 인체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 이승∙이동 지
원 기기 개발 시 필요한 주요 인체 측정 항목을 도출하
고 주요 인체 측정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개발된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의

초 일상생활 영위를 가능하게 도와 주고 있다[5].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개발 시 안정성과 사용성을 위
해 고령자의 인체 치수 정보가 반영된 인간공학적 설계
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동방식의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의 설계 시 필요한 고령자의 인체 치수 측정 항목
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하다.
1.2 연구목적

설계 치수와 비교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자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설계 시 필
요한 인체 측정 항목을 도출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체 치수 가이드라인을 적용

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수

2.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인체 치수 분석

행할 계획이다.

2.1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개요

주제어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

인체치수분석, 이승, 이동, 고령친화기기

인들이 실내에서 일상생활 중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과 이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기이다(그림 1).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2018 년 기준 고령화율 약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 년에 고령화율 약 20%이상 육박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과 국민 소득수준 및 인식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기초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시장 수요
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기초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고령자의 실내 기초 일상생
활 자립을 위해서는 ‘이승’ 과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
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전동방식의 실내 이동∙이승 장
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이승(elevation) 혹은 이동을 지원해주는 기기는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기립 지원을 위해 각각 따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이 존재하였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내 이동∙이승 장

그림 1.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사례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의 주요 기능은 이승과 이동인
데, 이승은 일상생활 중 바닥, 의자, 침대 등과 같이 높
이가 상이한 장소에서 기기로 옮겨 타는 행위이며, 이러
한 이승 지원을 위해 기기의 탑승 높이 조절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동 지원 기능은 전동 컨트롤러로
나 인력으로 바퀴를 조작하여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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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 요소에 따른 인체 치수 측정 항목 도출

따라서 남성 앉은키의 95%ile 크기보다 20mm 큰 여유

의자와 휠체어 설계를 위한 인체 치수 측정 관련 선행
연구와 의자디자인과 휠체어디자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인체 치수 측정 항목을 통해 전동방식의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 항목 9 가지
를 도출하였다[1,2,3,4].
먼저 인체 치수와 관련된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의 설
계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등받이, 좌면, 팔걸이, 발거치
대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등받이 설계는 앉은 키(등
받이 높이) 와 어깨 너비(등받이 너비)가 주요 인체 치
수 측정 항목으로 활용되었다. 좌면 설계는 앉은엉덩이
오금수평길이(좌면 깊이), 앉은오금높이(좌면 높이), 앉
은엉덩이너비(좌면 너비) 가 주로 사용되었다. 팔걸이
설계는 앉은팔꿈치 높이(팔걸이 높이)와 앉은팔꿈치손
끝수평길이(팔꿈치 길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본 기기
의 팔걸이 길이는 팔걸이 손위치 부근에 컨트롤러가 위
치하기 때문에 팔꿈치주먹수평길이를 사용하여 팔걸이
길이 설계에 활용하였다. 발 거치대 설계는 발직선길이
(발 거치대 길이), 앉은엉덩이너비(발 거치대 너비)가
주로 사용되었다.

치를 반영하여 설계 치수를 제안하였다. 등받이 너비는
상체가 큰 사람을 고려하여 남성 95%ile 의 어깨 너비
에 20mm 여유치를 적용하여 설계 치수를 제안하였다.
좌면 설계는 좌면 깊이, 좌면 높이, 좌면 너비에 대한
인체 치수가 필요하다. 좌면 설계를 위한 인체 치수 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 좌면 설계 요소에 대한 설계 치수
를 제안하였다. 좌면 깊이는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가 긴 사람보다 짧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여성 5%ile 에 해당하는 치수에 10mm
여유치를 적용하여 설계 치수를 제안하였다. 좌면 높이
설계를 위해 앉은오금높이가 긴 사람을 고려했을 시 앉
은오금높이가 짧은 사람은 지면에 발이 닿지 않아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 5%ile 에 해당
하는 앉은오금높이 치수에 10mm 여유치를 적용하여
설계 치수를 제안하였다. 좌면 너비는 앉은엉덩이너비
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여성 95%ile 에 해당하는 앉은엉덩이너
비 치수에 20mm 여유치를 적용하여 설계치수를 제안
하였다.
팔걸이 설계는 팔걸이 높이, 팔걸이 길이에 대한 인체
치수가 필요하다. 팔걸이 설계를 위한 인체 치수에 대해
조사하여 팔걸이 설계 요소에 대한 설계 치수를 제안하
였다. 팔걸이 높이와 팔걸이 길이는 컨트롤러 조작과 연
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거나 짧게 설계 될 시 오작
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앉은팔꿈치높이와
팔꿈치주먹수평길이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설계 치수를 제안하였다.
발거치대 설계는 발거치대 길이, 발거치대 너비에 대한

그림 2.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설계 시 주요 인체 치수
측정 항목

인체 치수가 필요하다. 발거치대 설계를 위한 인체 치수
에 대해 조사하여 발거치대 설계 요소에 대한 설계 치
수를 제안하였다. 발거치대 길이 설계를 위해 발수직길
이가 짧은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할 시 발수직길이가 긴
사람은 온전히 발을 거치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남성

2.3 고령자 인체 치수 기반 설계 가이드라인 구축
앞서 도출한 11 가지 인체 측정 항목에 대해 제 7 차 한

95%ile 에 해당하는 발수직길이 치수에 10mm 여유치

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녀
60~69 세의 인체 치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내 이

를 적용하여 제안하였다. 발거치대 너비는 좌면 너비와
동일한 사유로 여성 95%ile 에 해당하는 앉은엉덩이너

승∙이동 지원기기 설계를 위한 인체 치수를 제안하고자

비 치수에 20mm 여유치를 적용하여 설계치수를 제안

하였다(표 1).

하였다.

등받이 설계는 등받이 높이, 등받이 너비에 대한 인체

표 1. 고령자 인체 치수 기반 설계 치수 결정

치수가 필요하다. 등받이 설계를 위한 인체 치수에 대
해 조사하여 등받이 설계 요소에 대한 설계 치수를 제
안하였다. 본 기기는 승강과 하강 조절이 가능한데, 승
강 중 벽면이나 머리 위의 물체와 머리간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해 머리 위까지 등받이 높이가 설계되어야 한다.

설
계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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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등

높이

앉은키

남성 95%ile +
20mm
965mm

받
이

3. 고령자 인체 치수 기반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고령자 인체 치수를 활용하여 구축한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설계 가이드라인을 실제 개발된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에 적용하여 비교하고 설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등받이
너비

어깨너비

남성 95%ile +

3.1 기존 고령자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설계 치수

20mm

분석

431mm

본 연구에 활용한 기기는 전동 방식으로 고령자의 실내
이승과 이동을 지원하는 기기이며 이 제품은 이승 시

좌
면

좌면

앉은
엉덩이

깊이

오금

좌면
높이

좌면
너비

팔걸이
팔

높이

여성 5%ile 10mm

수평길이

414mm

앉은

여성 5%ile -

오금

10mm

높이

340mm

앉은

여성 95%ile +

엉덩이
너비

20mm
407mm

앉은
팔꿈치

남녀 평균치 ±
표준편차

높이

255±23mm

발

팔걸이
길이

발
거치대
길이

팔꿈치

남녀 평균치 ±

주먹

표준편차

수평길이

311±15mm

발
직선길이

거

남성 95%ile +
20mm
111mm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그림 3).

그림 3. 전동방식의 고령자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기존 제품의 설계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3D CAD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등받이, 좌면, 팔걸이, 발거치대로 구
분등받이와 관련된 치수인 등받이 높이는 687.1mm 이
고 등받이 너비 434.3mm 였다. 좌면과 관련된 치수인
좌면 깊이는 457.8mm 이고 좌면 높이는 344.1mm 이
인 팔걸이 높이는 270.2mm 이고 팔걸이 길이는
357mm 였다. 발거치대와 관련된 치수인 발거치대 길
이는 196.5mm 이고 발 거치대 너비는 375.9mm 였다.
3.2 설계 치수 가이드라인과 기존 제품 설계 치수 간 비
교
본 연구에 사용한 제품의 등받이 높이 설계 치수는 설
계 가이드라인의 등받이 높이 설계 치수보다 277.9mm
낮았고, 등받이 너비 설계 치수는 유사하였다. 제품의
좌면 깊이 설계 치수는 설계 가이드라인의 좌면 깊이

치
대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주행 가능하고, 실내 문턱과 같은

며 좌면 너비는 440.0mm 였다. 팔걸이와 관련된 치수

걸
이

시트부가 최하 12.5cm 에서 최대 66.5cm 까지 전동
방식으로 승강과 하강이 가능하다. 이동은 조이스틱형

발

앉은

거치대
너비

엉덩이
너비

여성 95%ile
387mm

설계 치수보다 43.8mm 길었고, 좌면 높이 설계 치수는
유사하였으며, 좌면 너비 설계 치수는 33mm 넓었다.
제품의 좌면에 대한 개선점은 좌면 깊이를 현재 설계
치수보다 짧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팔
걸이 높이 설계 치수는 설계 가이드라인의 팔걸이 높이
설계 치수와 유사하였고, 팔걸이 길이 설계 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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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mm 길었다. 제품의 발거치대 길이 설계 치수는 설계

사사의 글

가이드라인의 발거치대 길이 설계 치수 보다 85.5mm
길었고, 발거치대 너비 설계 치수는 유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본 연구에 활용한 제품의 설계 요소 별 치수와 설계 치
수 가이드라인과 비교한 결과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등받이에 대한 개선점
은 등받이 높이 설계를 현재 치수보다 약 40.4% 크게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1. Braganca, S., Castellucci, I., Arezes, P. and
Carvalho
M.,
Anthropometric
data
for

설계할 시 앉은 키가 큰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 좌면
에 대한 개선점은 좌면 깊이를 현재 치수보다 약 9.6%

wheelchair user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작게 개선할 시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가 짧은 사람

Ergonomics, 26, 1 (2019), 149-172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들을 고려한 좌면 설계가 될 수 있다. 팔걸이에 대한 개
선점은 팔걸이 길이 설계를 현재 치수보다 약 8.7% 짧

2. Haydon, D.S., Pinder, R.A. Grimshaw, P.N. and

게 설계할 시 사용자가 조이스틱 컨트롤러 조작 시 보

quantitative analysis of chair configuration in
Australia, Sport Engineering, 19, 3 (2016), 177-

Robertson W.S.P., Elite wheelchair rugby: a

다 편리하게 사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거치대는
제품의 발거치대 길이가 설계 가이드라인 치수보다 길
지만, 이승이나 주행 시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184
3.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he 7th Korean Human Dimension Research

표 2. 설계 치수 가이드라인 기반 개선안

설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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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높이

687.1mm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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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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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걸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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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실내 이승∙이동 지원 기기 개
발을 위해 관련 인체 치수 측정 항목을 도출하고
60~69 세의 고령자 인체 치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개발된 전동방식의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에 적
용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 개발 시 인체 치수를 고려한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의자디자인과 휠체어디자인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인체측정항목만을 통해 설계 치
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실
제 이승과 이동에 대한 정량적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3 차원 동작 분석 장비와 근전도 측정 장비
를 활용하여 고령자 실내 이승∙이동 지원기기에 대한 치
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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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따른 시나리오 설정 후 VR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다가옴에 따라 탑승자,

실험 환경 설계 후 실험, 설문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내 콘텐츠 정보 비율이 차량 탑승자의

교통체계, 차량 간의 인터렉션과 UI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내

심리적 안정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콘텐츠 구성에 따른 차량 탑승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 가이드를

본 연구의 실험 환경의 범위는 첫 번째, 자율주행

위한 기반 연구로 활용한다.

자동차의 단계 중, 상용화 시 가장 과도기로 판단되는
레벨 4 로 한다. 두 번째, 차량 탑승자는 운전석에
탑승한 1 인으로 실험 환경을 한정 짓는다. 세 번째,

주제어
자율주행 자동차, VR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 내 콘텐츠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1. 서 론

정면의 차량 이동 경로와 콘텐츠가 한눈에 보이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로 한정 짓는다.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첫 번째, 자율주행차의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발전으로 상용화가 다가옴에

및 차내 인포테인먼트, 차량 내 정보구성, 모바일
콘텐츠 분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 선행

따라 국내에서도 2021 년까지 레벨 4 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계획을 하고 있다. [1] 운전자가

연구를 통해 차량 주행 중 위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차량을 직접적으로 주행하지 않는 동안 여유가

선정 후 VR 자율주행 실험 환경을 설계하였다. 세
번째, VR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설문을 통해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를 위한 콘텐츠
소비 플랫폼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2] 이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내 차량 탑승자의 심리적

과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차량 탑승자, 교통체계

안정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간의 상호작용, UI 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5]

2. 본문

한편 국토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3 에서 레벨 4 로 발전되는 시점에서

2.1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황 및 차내 인포테인먼트

운전자들의 편의성과 불안감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시점이라고 한다. [3] 2019 년 미국자동차협회

국내의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AAA) 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자동차”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2028 년을 목표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신뢰성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차량 내에서

IT

용어사전에

따르면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란 정보(Information)와

제공하는 콘텐츠와 자율주행차에 도입될 모바일
콘텐츠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콘텐츠 정보 비율에

오락(Entertainment)의
인포테인먼트(in-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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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동차의

36

Music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6]

37

Movie

38

TV Program

2.2 차량 내 정보 구성과 모바일 콘텐츠 분류체계
차량 내 정보표시 항목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차량 상태정보는 차량의 기본 상태를 나타내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들을 통해 운전자에게 표시될 수
있는 정보표시 항목은 총 38 개이다. [7]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자동차 모델에서부터
볼 수 있는 기구류로 된 게이지와 바늘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작동 가능한 정보로 전통적인 차량의

모바일 콘텐츠 분류체계에 따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행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주행 보조 정보는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정보들로 클러스터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모바일 콘텐츠 분류체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디지털화와 보조 센서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

분류체계’를 분석, 반영한 정보의 속성을 기준으로

추가되어 현재의 표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 편의 인포테인먼트는 모바일 혹은 인터넷과

Communication, Information, Entertainment 로
분류하였다. [2]

연결되어 사용 가능한 정보들로 인포테인먼트의

상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내 정보 구성과

성격을 띠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차량 상태정보,

2.3 차량 주행 중 위험 상황 시나리오 설정

주행 보조 정보, 사용자 편의 인포테인먼트, 3 개의 대
분류로 정보를 구성하였으며 아래의 표 1 과 같다.

주행 중 위험요소의 분류는 주행 중 위험 상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운전자 교육 훈련을 위한
위험예측훈련 프로그램에 적용된 도출된 위험 상황

표 1.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내 콘텐츠 분류
차량상태정보

주행보조정보

사용자편의
인포테인먼트

1

Engine revolution system

2

Speedometer

3

Gearshift lever state

4

Temperature gauge

5

Turn signal lamp

6

Wing mirror

급차로변경상황, 두 번째, 택시의 급정거 상황, 세

7

Headlight

8

Fuel gauge

9

Wiper

번째, 안갯길 주행 중 선행 차량 정지, 네 번째
무단횡단 보행자이다.

10

Window

11

Air conditioning & heater

12

Remote car condition checking

본 연구에서는 게임 엔진 Unity 를 통해 실험 환경을

13

Blind spot assist

14

Adaptive cruise control

15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구축하였다. 도로마다 현재 도로 상황 판단을 위한
Trigger 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진행하는

16

Navigation

17

Attitude control system

18

Emergency car information

19

Obstacle Information

20

Parking assistance system

21

Car accident notification

22

Emergency assist system

23

Driver status monitoring

24

Night vision

25

Mirroring

26

Collision avoidance system

27

Office program

28

SNS

29

Messenger

30

Videoelephony, SMS, MMS

31

News, weather

32

Navigation

33

Shopping

34

e-learning

35

Game

12 건 중[8] 비슷한 상황을 제하고 4 건의 위험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할

위험

상황은

첫

번째,

2.4 VR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 설계

방향의

신호를

판단하였다.

차량은

피험자가

탑승하는 차량, 일반 차량, 상황별 행동을 취하는
차량의 세 종류로 분류되고 피험자는 2 차로의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차를 타고 4 가지의 돌발상황을
마주한다. 이때 돌발 상황의 발생 시점은 적절한
위치에 배치된 Trigger 를 피험자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갈 때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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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나리오 1) 급차로변경 상황

두 번째, 택시의 급정거 상황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2 차로로 변경. 1 차로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본인)는 측면직각 충돌사고나
후미 충돌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림 1 트리거가 배치된 도로

피험자의 차량에는 5 개의 sensor 를 구축하여 전방에
3 개, 측면에 각각 1 개씩 배치하였다. 전방에 배치된
sensor 는 항상 활성화되어 전방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측면에 배치된 sensor 는 피험자의 차량이 핸들을
조작할 때 활성화되어 측면충돌사고를 방지한다.

그림 4 시나리오 2) 택시의 급정거 상황

세 번째, 안갯길 주행 중 선행 차량 정지로 안개가
심하게 낀 날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앞서
주행하던 차량의
상황이다.

후미에서

비상등이

점등되는

그림 5 시나리오 3) 안갯길 주행 중 선행 차량 정지
그림 2 전방센서가 활성화 된 모습

네 번째, 무단횡단 보행자로 신호교차로의 편도

기본 환경 구축 후 시나리오별 주행 시뮬레이션을

2 차로 중 2 차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대부분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로 인해

제작하였다.
첫
번째,
급차로변경상황으로
신호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 직진 통과를 위해 1 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로 접근하던 중 우회전 대기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출현한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직진하려는 차량이 섞여
있어 교통이 정체 상태에 있고 상대적으로 1 차로는
진행이 여유로운 상황. 이때 전방교차로에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1 차로를 통해 직진 중 2 차로 대기
차량 중 1 대가 직진을 위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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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그래프가 2019 년에 2,82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그 안에서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한 설문 중 잠을 자거나 경치를
보는 행위를 제외한 인포테인먼트의 성격을 지닌
영상청취 (13.4%, 380 명)으로 하며 실험 진행 하는
동안 유투브 영상이 나타난다. 네 번째, 혼합형에서는
이전 세 가지의 정보를 3:2:5 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해당 정보가 도출된다.

그림 6 시나리오 4) 무단횡단 보행자

2.5 실험방식
사용자는 VR HMD 를 착용한 채로 가상 속에서

본 실험에서는 도출된 콘텐츠 분류에 따라 VR 로

차량 내부 운전자석에 탑승하고 있다. 피험자는
콘텐츠를 탑승한 후 설문지를 작성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되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속 시나리오에서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콘텐츠 구성의 양을

통해 차량 내 콘텐츠 구성에 따른 탑승자의 심리적

다르게 하며 콘텐츠 구성은 첫 번째, 속도계, RPM 등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HMD 는 Vive 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차량 상태정보가 주를 이룬 콘텐츠 구성이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과 같은 주행보조정보가 주를 이를 콘텐츠
구성이다. 세 번째, SNS, Movie 등 사용자 편의
인포테인먼트가 주를 이룬 구성이다. 네 번째, 차량
주행보조정보,
인포테인먼트가
상태정보와

3. 결론

혼합되어있는 콘텐츠 구성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내 콘텐츠 구성에
따른 탑승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실험할 수 있는 VR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을 구축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는 실험 환경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실험, 설문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의 콘텐츠 정보와 양의
차이가 차량 탑승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예정이다.
향후 본 연구는 실험을 진행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림 7 콘텐츠 구성 별 화면 (시나리오 2)

최종적으로 실험자가 실험하게 시나리오와 콘텐츠

레벨 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앞서 탑승자 중심의
차내 콘텐츠 구성 가이드를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분류는 다음의 표 2 와 같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결과는 자율주행

표 2. 실험 환경과 실험 내용 분류

자동차 탑승자 심리적 안정감 중심의 콘텐츠 구성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나리오 1)
급차로
변경상황

시나리오 2)
택시의
급정거 상황

시나리오 3)
안갯길 주행
중 선행 차량
정지

시나리오 4)
무단횡단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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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가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자동차는 소음이
아주 미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소음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인
실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기자동차 내 소리가
운전자 및 사용자들에게 정보 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에 기반하여 웰컴음, 기어

보행자를 위한 오디오 감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량 내 고유 시그니처 사운드 및 경고음을 추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내연기관
차량보다 정숙성에서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나 이러한
정숙성으로 인하여 주차장과 골목길 등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였다.
(류종은, 2019)

변속 알림음, 주행 시간 알림음을 제작 후 이에 대한

1.2 연구 목적

사용자 반응을 조사해 보았다. 실험과 인터뷰를 통하여
주행시간 관련 정보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명확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보다
유용하고 생산성 있는 정보를 제안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자동차 내 사운드가 사용자에게
한계점에서 출발하였고, 기존에 전기자동차가 목표로
했던 무소음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에게 불편함 및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본

주제어
전기자동차 사운드 사용자 경험, 전기자동차 사운드
디자인, 지속적 정보전달, 내레이션 사운드

연구의 목적은 무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전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고, 나아가 운전자들이
차내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자동차가 점차

1.3 연구 방법

상용화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본 연구에 사용될 실험 내용은 차량 내 지속적인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음 역시 주행 중
발생하는 정보 중 하나이므로 운전자들은 이 또한 주행
정보로 인식해 왔으며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에서
들었던 친숙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편함이란 정보 전달이 명확히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말한다.

정보전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행 시작을 알리는
웰컴음, 기어 변속 시 알림음, 주행 시간 알림음을
음성으로 녹음한 후 가공하였다. 만들어진 사운드와
더불어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편집, 오디오 후반작업을 거쳤다. 실험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이 차량을 탑승했다는 가정 하에 전기차 주행
영상을 시청하며 제작된 사운드를 듣고 평가하는

D.J.Swat(2017)은 전기 차량의 조용함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식을 취했다. 이후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주행 중
느꼈던 감정과 정보 전달의 유용성과 생산성에 대한

강조하며,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전기 차량에

부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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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와

2. 이론적 배경

협업하여

최고의

사운드와

주행감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2.1 자동차 사운드 관련 선행연구
전기자동차가 상용화 및 보편화될수록 소음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사용자들의 선호도 및 기호에 따라 소리를

2.2 내레이션 레코딩의 의의

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대화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운드를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과정이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자동차(무연/경유차)내 내연기관 폭발음과 노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정보, 감정, 의미를 고려한 사운드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소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메시지는

학습자,

청취자의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대화식 메시지를 통해 기계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사용자
또는
청취자가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이다(Clark & Mayer, 2008; Fazioli, 2009). 또한
내레이션을 활용한 정보제공 방식이 감성적인
상호작용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내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인간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거의 흡사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내, 혹은 기계로 만들어진 소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람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상호작용(Human
Computer

것은

사용자에게

인간컴퓨터
Interaction)의

관점에서도 사용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는데
적합하다.

3. 정보전달 요소 선정 및 관련 사운드 제작
그림 1. 자동차 사운드 향후 기술개발 방향

3.1 사운드 제작 가이드 및 범위

Elizabeth A. Clendinning (2017)은 전기차 내 소음의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내레이션
사운드의 여부가 운전자의 안정성과 감성에 미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가 상용화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인위적인 소음이

영향을

연구한다.

아래의

표(그림

2)는

2012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운드디자인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최한 전기자동차 사운드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제공된 전기차 사운드 디자인 제작

심미적이고 실용적인 사운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가이드이다.

최근

시작음(주행 시작을 알리는 웰컴음), 기어 변속 시
알림음, 주행 시간 알림음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연구의

국내를

포함한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자율 주행 차량 등에 적용되는
법규를 명시하였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을
예로 들면, 2020 년부터 모든 전동화 차량은 시속 30 ㎞
미만으로 주행할 때 가상의 소리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이렇듯

차내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

주행

범위를 한정한다. 디자인 컨셉으로는 성우의 육성을
녹음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계장치

사운드와 주행음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재 BMW,
AUDI, HYUNDAI 등의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주행음을 포함한 차량 내 사운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포함한 소리를
제작 및 구현하기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자이너이자

음악

BMW

는

프로듀서인

세계적인
한스

사운드

짐머(Hans
그림2. 전기차 사운드 디자인 제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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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설계 및 영상제작

3.2 기어 변속 알림음
기어 변속 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였다. 자동차 내 기어(Gear)는
4가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주차할 때
사용되는 P-mode, 후진시 사용되는 R-mode, 기어
중립을 나타내는 N-mode, 마지막으로 주행모드인 Dmode이다.

차내 지속적인 정보전달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과 5-10 분 가량의 짧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5 분 가량의 주행 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차내 정보의 유용성, 생산성, 빈도수, 감정 등에 대해
질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영상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주행영상 1’은 일반적인 전기자동차 내
주행 상황을 담은 영상이고, 두 번째 ‘전기자동차

P-mode일 경우, '파킹'
R-mode일 경우, '후진'

주행영상 2’는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소리를 추가한
영상이다. 다시 말해, 1 번 영상의 오디오 파일은

N-mode일 경우, '기어 중립'
D-mode 일 경우, '주행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운전자와 인터랙션한다.

기존의 전기자동차 내 사운드를 담고 있고 2 번 영상은
기어 변속 알림음, 주행 시간 알림음, 안내음이 포함
되어있다. 피실험자 대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3.3 주행시간 알림음

25 세 이상의 대학원생, 직장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주행시간 알림음은 30분/1시간 단위로 운전자에게

14 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의
공정성을 위해 두 가지 영상을 7 명씩 무작위로

현재까지의 차량 운행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콘셉트로
하였다. 기존의 무연/경유차에 비해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내에서의
차량

지루함을

내부가

조용한

덜어주기
나머지

배정하였다.

위해,
자동차

운행시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가정
하에 주기적인 정보 전달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Narration Dialogue
그림 3. 실험 진행 단계

‘주행한지 30분 지났습니다.’
‘주행한지 1시간지났습니다.’
‘주행한지 2시간 지났습니다.’
3.4 안내음(Welcome Sound와 Goodbye Sound)
주행 시작을 알리는 웰컴 사운드와 주행의 끝을 알리는
굿바이 사운드는 최대한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게
연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하였다. 웰컴음의 경우 여자
성우의

친근한

인사말로

시작하여

안전운전을

권유하는 메시지로 끝이 난다. 굿바이 사운드는 주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인사로 마무리하였다.
Narration Dialogue: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Welcome)
주행이 완료되었어요. 안녕히 계세요~.(Goodbye)

그림 4. 주행 영상 캡처 화면

4. 실험 결과 분석
주행 영상 1에 응답한 7명의 설문자들 중 4명은 자동차
내부에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하고

편안했다고

응답하였다. 주행 정보의 빈도수는 적절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라고 답변한 비율은
43%로 높았지만 사용자가 원했던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는 평가 또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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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감정적 부분 설문 결과

그림8. 주행 정보의 유용성 부분 설문 결과

“운전자가 직접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들만
선택적으로!”-P3
“소리가 거의 없는데요? 사운드가 없어서 좀 심심하고
지루해요”-P4
그림6. 관련 정보 선호도 설문 결과
차량 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

'평범하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위 두 가지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운전자의 운행을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운전자들이
42.9%였다. 또한 영상을 시청한 뒤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차량 내부가
비교적 조용하고 정숙성을 유지하고 있어 '심심하다',
'지루하다'라는 의견과 피실험자 본인들이 원하는
소리를 차량 내부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무연/경유차보다

조용해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반 차량들보다
편안했습니다.”-P6

소음이

심하지

않아

듣기

주행영상 2에 대한 설문 결과, 사용자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상반된 의견 차이를 볼 수 있었다. 7명
중 3명은 주행시간에 관한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라고
응했고 나머지 3명은 주행시간을 알려주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좋았다는 평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주행시간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점에서는 정반대
의견들이 공존했지만 차량 내에서 지속적인 정보
전달은 차량 운행을 편하게 해줄 것 같다는 의견은 약
70퍼센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험 참가자들 모두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단지 주행시간에
대한 단순 브리핑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꼈다는
의견이었다.

그림7. 주행 정보의 생산성 부분 설문 결과
그림9. 지속적 정보전달 관련 설문 결과
이후 주행시간에 대한 내레이션 정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주행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알려주는 것은
운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차량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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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거리, 연료 잔여량 등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반대로 주행시간 브리핑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2명의 운전자들은 내레이션으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며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모의 주행 상황 환경’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5.2. 후속 연구 및 개선점
향후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안정감, 주행의 안정성
부분을 고려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사운드 및
내레이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운전자들의 의견, 특히 주행시간에 대한 정보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생산성 있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만한 정보를

“딱히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P8
“기어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건 좋았어요!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주행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인지 그 이유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갈 수 있는 거리, 연비, 차가 좀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P9

파악한 뒤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해주세요.’, ‘벌써
주행한지 2 시간이 지났네요. 근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 가는 건 어떨까요?’, ‘현재 연비는 X 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등의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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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전기차를

위한

생활

밀착형

간편

충전서비스에 대한 연구 (2018)’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전기차 운전자가 일상에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된 생활 밀착형 간편 전기차
충전서비스인 e-zone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이에 대한 연구로 ‘전기차를 위한 생활 밀착형 간편

개선하기

연구를 바탕으로 e-zone 전기차 충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e-zone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인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e-zone, 3) 충전 진행 및 이용 내역, 4) 안내 확인 및
탈퇴를 기준으로 4 가지의 사용 테스크 별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실제 전기차 운전자 8 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기 자동차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면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테스트와 인터뷰

충전서비스에 대한 연구 (2018)’ 를 진행하였고 위

연구로, 본격적인 e-zone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앞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UI 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여

사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내용을 정성 분석하여 e-zone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2. 연구 방법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e-zone 어플리케이션

주제어

프로토타입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 전기차 충전 과정별
테스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실험 참가자에게

UX, 전기차,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용성 테스트

테스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에러와 문제점, 사용자
보이스를 기록하였다. 이후 프로토타입의 만족도

1. 서 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주행 거리가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공동

최종적으로 사용성 테스트의 오작동 수, 수행 시간을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의 개선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택 및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은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큰 작용 요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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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 테스트
3.1 사용성 테스트 평가 방법

및
이용

있는 충전기 번호 6 자리를
입력하고, 6700 원 어치의

내역,

충전을 시작해주세요.

본 연구의 사용성 테스트 평가방법은 사용자가 전기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인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My e-zone 찾기 3)

7

충전 진행 및 이용 내역, 4) 안내 확인 및 탈퇴를

충전
상태
확인

기준으로 4 가지의 사용 테스크 별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테스트 대상자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직접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통해 진행하도록

충전

하였다. 사용성 테스트 에는 모더레이터 1 명과 기록자
1 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테스크 수행 과정은 대상자의

8

테스크별 수행 시간, 에러 상황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완료
확인

영상 및 녹화를 통해 기록하였다.

현재 충전 중인 차량의
충전량과 예상이동거리, 예상
요금을 확인해주세요.
식사를 끝마치며 충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충전 상태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식사를 마친 뒤, 즐겨찾는

3.2 사용성 테스트 설계

9

전기차 사용자를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총 8 명을

이용내역
확인

리쿠르팅 하였다. 초, 중, 고급의 기준은 전기차 구매
시기와 이동형 충전기 사용 기간에 따라 나누었다. 구매
시기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표 1 과 같이 기준을 나눠 리쿠르팅을 진행하였다.

전기차 구매시기

이동형 충전기 사용 기간

~2018.5 월 이후 구매

1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 이용내역을
보여주세요.

3.3 사용성 테스트 진행
한 달간(2019.9.2(월) ~ 9.27(금))총 8 명의 참여자를

표 1. 2019 전기차 APP 사용성 평가 참여자 리쿠르팅 기준

초급

식사를 시작하면서 충전 중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진행 방법은
테스트 대상자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직접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통해 주어지는 테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테스크 수행 종료 후,
오작동 및 에러가 있을 시 질문을 하여 사용성에
영향을

준

요소가

무엇인지

체크하였다.

사용성

중급

~2018.5 월 이전 구매

1 년 이상

테스트는 진행자(Moderator) 1 명과 기록자(Recorder)
1 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사용성 테스트 진행 과정의

고급

~2016.1 월 이전 구매

1 년 이상

테스크별 오작동, 유저 보이스, 수행 시간을 대상자
별로 아래 그림 1 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1. 사용성 테스트 분석 내용

사용성

테스트를

위해

선정한

4

가지

기능은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My e-zone 찾기 3) 충전
진행 및 이용 내역, 4) 안내 확인 및 탈퇴로 나누어진다.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자연스러운 사용 흐름을 고려하여 총 13 가지의 task 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각 시나리오마다 예상되는
오류와 예상 시간(마감 시간)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 같다.
표 2. 테스크별 시나리오 C 부분발췌

충전
진행

Task no.

User
Task list

6

충전하기

Scenario

e-zone 에 도착해 충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쓰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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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컨셉, 아이콘의 이해가
잘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점에
대해 질문을 진행하였다. 주요 답변으로 전체적인 GUI,
UI 는 긍정적이었으나 서비스 측면에서 공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니즈와 추가적인 위치 정보 제공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진행한 만족도
체크리스트 항목은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e-zone 어플리케이션 만족도 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하위
카테고리

3.4 사용성 테스트의 평가항목
사용성 테스트 대상자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수와 수행 시간을 토대로
테스크별 실패 여부를 표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차별점: 이용내역,

현재 시점에서 가까이인 곳을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T 맵’은
현재 그렇지 않아요. EV 라고

할인, 위치정보 안내
등)

치고 다시 ‘거리순’을 눌러서
체크 해야해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예상

서비스

테스크 수행시간 이내에 테스크 수행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비밀번호 변경, 충전하기, 공지사항 확인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서비스는 무엇인가
다른 서비스에서

테스크의 경우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이 어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작동수의 경우 My e-zone 찾기와 비밀번호 변경

세부 내용

가져오거나
연동되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는가

Service

테스크에서 가장 많은 오작동수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운전하면서 하는 경우에
불편해요.
여기에서 ‘거리순’이 여기랑
제휴를 맺은 매장 만 나오지
않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휴 맺지 않은 다른 충전소도
볼 수 있어야 이용할 것
같아요.
지도가 빨리 떴으면 좋겠고

결과는 그림 2,3 같다.
그림 2. 사용성 테스트 테스크별 수행시간
콘텐츠

현재

주행 중에 가까운 거리를 바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만으로는
부족한 정보가
있는가

충전 장소 안내에서 관련

추가적인
콘텐츠로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미지는 외부 충전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 비용 면제도 궁금해요.
오래 주차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4. 평가 결과 분석
도출된 오작동 수, 수행시간, 대면인터뷰를 통한
그림 3. 사용성 테스트 테스크별 오작동 수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용성 테스트에서 도출된 대표적인 페인포인트로는
My e-zone 메뉴의 명칭이 즐겨 찾기 기능으로
연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지도 화면 속 아이콘의
직관성이 부족하다 점이 있었다. 이외에도 총
20
가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선사항을
유저보이스와 함께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선사항 중 일부분 발췌

3.5 사용자 만족도 체크리스트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UI, UI, 어플리케이션 제공 서비스, 타
어플리케이션과의

비교를

중점으로

세부

질문을

작성하여 테스크별 사용성 테스트 이후 대면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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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Voice

현재 사용 가능
여부

자주 찾는 매장에 사용 가능한 순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
한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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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최근/즐겨찾기
화면 분할

My e-zone
명칭 변경

보여졌음 좋겠어요. 그림만으로 알 수
있게 아이콘에 7,3 써도 되잖아요. 한
화면에 안 내려가고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개선점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최근이 먼저 뜨고 즐겨찾기 나오고 자주
가는 곳 나오고 하거든요. 즐겨찾기도
왼쪽 오른쪽 화면을 나눠서 한 눈에
보였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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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감정변화 자체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문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자율 주행 시 운전자의 감정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운전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외부 교행 차량의

본 연구에서는 도로 상황에서 교행 차량을 이용하여 감정
유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를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연구하였다. 교행 차량을 이용한 감정 유발은 과속, 급박한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난폭 운전
차량과 이의 통제군에 해당하는 일반 차량으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립한 가설을
아래와 같다. 1) 교행 차량의 성격 (일반 vs. 난폭)에 따라서

특성을 일반과 난폭 2 가지로 개발하였고, 자율주행 및
수동주행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감정변화를 연구하였다. 총
23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교행 차량의 성격에
따라 감정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수동 주행이 자율
주행 보다 더 많은 흥분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자율 주행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감정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운전자의 감정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주행 모드
(자율 주행 vs. 수동 주행)에 따라 운전자의 감정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주제어

2. 실험 방법

자율 주행, 감정, 교행 차량, 운전 시뮬레이터

2.1 피험자

1. 서론

총 23 명의 피험자가 본 실험에 참가하였고. (21% 여성: N
= 5). 피험자의 평균 나이는 23.39 세 (SD = 2.48)이며,
모든 피험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센서 기술,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에 발전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운전자들의 감정과 운전

2.2 실험환경

행동은 관련이 있지만, 자율 주행시 운전자의 감정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 수동 주행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Trick 외 연구진은 부정적인 정서가 운전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5], Pratto 와 John 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자극은 긍정적 자극보다 응답시간을 늦춰 운전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실제 주행 환경에서 운전을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핸들과 페달 (ThrustMaster)을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3 개의 모니터
(Raean Tech)를 사용하여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참조). Unity 2018.3.7.f1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제안하였다[4].
Megías
외
연구진들은 감정에 대한 자극을 운전자들에게 보여주었다
[3]. 운전자들은 위험한 운전 시나리오를 수행한 결과,
부정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결과를

(Unity Technolog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상 주행
환경을 제작하였다.

나타냈다.
관련 연구로 자율주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심리적 반응을
측정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신뢰도에
관하여 연구한 Dikmen 의 연구진들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면 신뢰도가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1]. Griesche 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본인들의 운전
스타일과 비슷한 자율주행 스타일을 선호하거나 본인들의
운전 스타일보다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율주행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2]. 하지만 자율주행에 따른

그림 1. 피험자가 운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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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전 시뮬레이터 실험 당시에 피험자가 만나는 4 가지 상황을 위에서 본 모습 (a)는 피험자가 2 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
(시나리오 1) (b)는 진입 차선에서 2 차선으로 들어오려는 차와 만난 상황 (시나리오 2) (c)는 사고 지점을 만난 상황 (시나리오
3) (d)는 신호등에서의 상황 (시나리오 4)
하는 상황이다(그림 2-(c)참조). 1 차선과 2 차선의 차량은

2.3 실험 설계

교대로 구간을 지나가게 된다. 피험자가 그 구간을 통과할
때,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의 경우 피험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면 멈춰서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난폭한 교행 차량의 경우, 피험자가 차선을 변경할 간격을
내어주지 않으며, 피험자가 구간을 통과하려고 하면 경적을

본 실험은 2 개의 교행 차량의 성격(일반 vs. 난폭)과
두가지 주행모드(수동 vs. 자율)로 나누어 총 4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피험자마다 각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피험자가 체험하는 실험의 순서를 counter
balancing 하였다.

2.4 개발된 프로그램 및 4 개의 시나리오

울려 피험자를 놀라게 한다. 구간을 통과한 후 3 차선
도로가 나타난다.

피험자들은 운전 시뮬레이터에서 4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된다. 첫번째 상황은 진입 차선에서 2 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 2-(a) 참조). 피험자가 진입 차선으로

마지막 상황으로 피험자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그림 2-(d) 참조). 신호등
상황에는 차량 신호등,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진입할 때, 2 차선에 있는 교행 차량은 피험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비슷한 속도를 내어, 피험자가 2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의 경우,
피험자가 방향 지시등을 켠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주었다.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의 경우, 피험자가

준비되었다. 피험자는 횡단보도의 맨 앞에서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은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출발하지만,
난폭한 차량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자 마자 출발하며 피험자의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은 경적을 울린다. 이렇게 교행 차량의
성격과 주행 모드에 따라 4 개의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진입차선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피험자를 방해하다가
먼저 구간을 지나치도록 설계하였다. 피험자는 2 차선으로
진입한 후, 1 차선의 교통정체로 인해 2 차선으로 계속해서
주행하도록 유도되었다.

2.5 종속변인

두번째 상황은, 2 차선으로 주행하는 피험자의 차량 앞으로

각 시행에서 피험자가 느끼는 감정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Self-Assessment Manikin (SAM)을 사용하였으며,

진입차선에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만나는
상황이다 (그림 2- (b) 참조).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의
경우 피험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진입을 멈춘다.
난폭한 차량의 경우, 피험자가 해당 교행 차량을
지나치려고 할 때, 운전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속도를 높여

Arousal 및 Valence 의 2 가지 부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4 개의 본 시행을 시작하기 전에 SAM 을 한번 측정하였고
(Baseline), 각 프로그램의 4 개의 시나리오가 각각
끝날때마다 다시 응답을 요청하여 상대적으로 두 척도가
변화한 값으로 피험자의 감정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들어온다.
세번째 상황은 2 차선으로 계속 주행을 하다가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두 차선의 차량 모두 1 차선으로 지나가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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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p < .05, η²= .187).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503).

2.6 실험 과정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피험자에게 성별, 나이, 운전경력
등에 대한 개인 정보 작성을 요청하였고, 운전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보유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후 운전 시뮬레이터에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약 5 분간 연습

시나리오 3 Arousal 분석 결과 교행 차량에 성격 차이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81). 또한 주행모드
차이에 따른 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 = .145).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556).
Valence 분석 결과,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보다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 상황에서 더 낮게 나타났고(F(1,22) =

시행 단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본 시행 4 가지를
진행하였으며, 각 시행에서 4 개의 시나리오가 각각 끝날 때
마다 SAM 응답을 요청하였다.

12.982, p <.005, η²= .371), 피험자의 차량이 수동 주행
모드일 때보다 자율 주행 모드 일 때 더 낮게
나타났다(F(1,22) = 4.506, p <.05, η²= .170).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728).

3. 결과
우리는 SAM 을 Arousal 과 Valence 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실험 전에 baseline 을 측정하여 SAM 을 상대 값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석은 2×2
ANOVA 를 통해 이루어졌다.

repeated

measures

시나리오 4 에서 Arousal 분석 결과,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F(1,22) = 24.746, p
<.001, η²= 0.558), 수동 주행 모드 때 보다 자율 주행
모드 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F(1,22) = 5.970, p < .05,
η²= .213).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3.1 SAM 전체 시나리오 결과
4 개 시나리오의 Arousal 과 Valence 의 변화량의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참조).

않았다(p = .566). Valence 분석 결과,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이 더 낮게 나타났지만(F(1,22) = 27.746, p<.005,
η²= .558), 주행 모드 차이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456),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 =.550). 시나리오 1~4 의 개별

Arousal 의 분석 결과, 교행 차량의 성격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고 (F(1,22) = 11.189, p < .005, η²= 0.337), 주행
모드에 따른 주 효과도 나타났다 (F(1,22) = 5.066, p < .05,
η²= 0.187). 두 요인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612).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는 각각의 시나리오가 일부 상이한
결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시나리오의 선택이
자율주행과 일반주행의 비교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alence 의 분석 결과, 교행 차량의 성격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났으나 (F(1,22) = 20.500, p < .001, η²= 0.482),
주행 모드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121).
두 요인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948).

3.2 SAM 개별 시나리오 결과
시나리오 1 에서 Arousal 의 분석 결과 교행 차량의 성격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p = .458), 자율
주행보다 수동 주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F(1,22) =
6.747, p < .05, η²= .235).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281). Valence 의 분석 결과,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 보다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
상황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F(1,22) = 7.987, p < .001,
η²= .266). 그러나 주행 모드 차이에 따른 주 효과는

그림 3. Arousal 과 Valence 의 전체 시나리오 결과 평균

나타나지 않았다 (p = .625).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p = .817).

4. 결론
본 연구의 첫번째 가설은 교행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운전자의 감정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 결과,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이 있을 때 Arousal 이
더 높게 나타나고, Valence 가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은 주행 모드에 따라 운전자의 감정 변화가

시나리오 2 에서 Arousal 의 분석 결과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F(1,22) = 10.165, p
< .005, η²= .316), 주행 모드 차이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382). 두 요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392). Valence 의 분석 결과,
일반적인 성격의 교행 차량 보다 난폭한 성격의 교행 차량
상황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F(1,22) = 13.324, p <.005,
η²= .377). 또한 피험자의 차량이 수동 주행 모드 일 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 결과, 수동 주행이
자율 주행보다 Arousal 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Valence 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율주행의
유무가 정서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지만, 정서의 양은

보다 자율 주행 모드일 때 더 낮게 나타났다(F(1,22) =

수동 주행보다 더 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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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피험자가 비교적
소수였으며, 젊고 건강한 피험자로 국한되었다. 또한
시나리오가 한정되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my car drive as I do? What kind of driving style
do drivers prefer for the design of automated
driving functions. In Proc. 17th Braunschweiger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더 많은 피험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Symp.
Assistenzsysteme

Automatisierungssysteme
Eingebettete
Syst.

Transportmittel (AAET) (pp. 185-204).
3. Megías, A., Maldonado, A., Cándido, A., &
Catena, A. (2011). Emotional modulation of
urgent and evaluative behaviors in risky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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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본롞

자율 주행 자동차가 발젂함에 따라 기술뿐 만 아니라
관렦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핛 자율 주행

2.1 자율 주행 자동차
자율 주행이란 알고리즘 화된 시스템을 동해 사람의
욲젂을 보조하거나 대싞하는 기술을 말핚다. 자율
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 세 가지 단계로 주변 홖경
인지, 주행도로 판단과 선정, 안젂핚 기능제어를
수행핚다.

자동차에 대핚 관렦 서비스의 이슈를 도출하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예측하려고 핚다.

주제어
자율 주행 자동차, 서비스, 예상 시나리오

2.2 자율 주행 자동차의 단계별 정의
자율 주행은 욲젂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따라 젂통적
주행부터 완젂 자율주행까지 6단계로 구분핛 수 있다.
젂 세계적으로 미국자동차 공학회(SAE)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그 기준은 [표1]과 같다.

1. 서롞
인공지능의 발젂과 함께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또핚, 그와
관렦된 다양핚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자동차도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쏘카와 그린카 등의 모바일 연동이 가능핚
공유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다.

표 1 .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별 정의

현재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3(욲젂의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젂홖되는 단계-표1참조)이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레벨3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젂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완젂 자율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승민. 2018)

단계
(Level)

정의

주행
제어
주체

주행 중
변수
감지

차량
욲행 주체

0

젂통적 주행

인갂

인갂

인갂

1

부분 보조 주행

인갂 및
시스템

인갂

인갂

2

보조 주행

시스템

시스템

인갂

3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

시스템

인갂

4

고도 자율 주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5

완젂 자율 주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가올 미래 즉, 자동차
2.0시대에서 자율 자동차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예측
하고 준비함에 있다. 또핚 현재 관렦된 서비스들을 중
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변화들
이 생겨날 것인지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핛 이슈들을 알아보고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려고 핚

단계별로 살펴보자면 0단계는 욲젂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시스템은 경고와 일시적인 개입만하며
1단계에서는 속도 및 차갂거리유지, 자선유지 등

다

시스템이 일정부분 개입하며 2단계는 특정상황에서
일정 시갂 동안 보조주행, 필요 시 욲젂자가 즉시
개입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고속도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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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자율 주행하며 2단계와 마찪가지로 필요 시
욲젂자가 개입하지만 3단계는 시스템이 주행의
주체가 되므로 차이를 보인다. 4단계의 경우
제핚상황을 제외핚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며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공유 서비스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 예상된다.

5단계부터는 탑승자는 목적지만 입력하고 자동차
스스로 욲젂대와 페달을 제어하는 완젂자율주행이
실행된다. 욲젂자가 자동차를 제어하고 주변을

3.1.1 0~2 단계
자율주행에서 0~2는 기존의 욲젂홖경과 많은
차이가 없다.

인지하여 주행하는 것이 레벨0~2, 시스템이 주체가
되어 주행하는 것을 레벨 3~5로 구분핚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3단계부터 자율 주행이라 하며 사람은
필요핛 때 보조적 역핛을 하거나 욲젂에 싞경 쓰지
않아도 된다. (류청희, 2019)
0~2단계는 기존의
욲젂 홖경과 큰 차이가 없고 3~4단계는 자율주행
홖경이지만 욲젂자가 필요하고 5단계는 욲젂자가

3.1.2 3~4 단계
자율 주행에서 3단계로의 짂입은 주행제어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서비스
면에서도 큰 변화를 요구핚다. 3,4 단계에서는 주행의
주체는 시스템이지만 위험상황에서는 욲젂자가

필요 없는 완젂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관렦 서비스
또핚 0~2/ 3~4/ 5 단계, 즉 세가지로 적용홖경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세가지
적용홖경을 기준으로 서비스들의 발젂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요하기 때문에 욲젂자의 주행능력이 아직까지는
요구되는 단계이다. 완젂 자율주행 젂 단계이므로
기존의 공유 모델과 공존핛 것이다. 쏘카와 같은 왕복
또는 스테이션 기반의 편도 모델에 자율주행의 기능이
추가된 자동차 셰어링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핛 것이다. 완젂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되기
젂까지는 기존의 모델과 도로와 도로 갂의 구분,
구역갂의 구분이 중요핛 것으로 여겨짂다. 따라서

3. 자율 주행 적용홖경에 따른 서비스 변화

업무형, 네트워크형의 발젂에 따라 셰어링 서비스
시스템의 많은 구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1 공유 서비스 시나리오
공유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홖경 위험의
위기의식이 합리적 소비문화로 젂반적인 소비 트렌드
를 변화시키며,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핚 공유 서
비스 분야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소유보다는
공유의 방식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편리핚
홖경을 제공받고 있다. 차량 공유는 1948년 스위스의
자가욲젂조합이라는 형태로 출발하여 90년대는 유럽
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의 경우
에는 2009년 굮포시 시민 단체 연합의 형태로 시작되
었다. 우버의 성공으로 현재 젂 세계적으로 보편화 단
계를 거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그랩, 국내에서는 카카

3.1.3 5단계
자율주행의 개발은 사용자에게 편리핚 욲젂홖경
제공과 교통사고 감소, 욲젂을 수행하지 못하는 교통
약자를 위핚 서비스를 발젂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토 교통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해 고속버스에
휠체어 젂용 좌석을 배치했고 시험 욲행을 시작하였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주로 젂기차에 적용되는데
젂기차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구조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내부 이용공갂이 늘어 별도의 개조
없이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핚 공갂을 확보핛 수 있다.

오 택시 등이 등장하여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유채문,2018)

또핚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거주지, 대중교통
거점형, 네트워크형의 시스템이 발젂핛 것이고 그에
맞는 통학,통근 시스템이나 생길 것 이다.

이러핚 차량 공유 서비스는 카 셰어링과 카 헤일링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카 셰어링 서비스는 쏘
카, 그린카 등과 같이 핚 대의 자동차를 사용자들이 원
하는 시갂대 별로 나누어 쓰는 서비스이고 카 헤일링
은 이동 중인 자동차를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콜 택시
개념의 서비스이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킥고잉이나
따릉이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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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0~2 단계

3.1.4 자율주행 카 헤일링 시나리오

자율주행에서 0~2는 기존의 욲젂홖경과 많은
차이가 없다.

3.2.2 3~4 단계
아직까지는 욲젂자가 필요핚 단계이지만 위급핚
상황이 아니라면 욲젂자가 탑승핚 상태로 자동차
내에서 주행 이외의 것을 핛 수 있는 형태이다.
드라이브 스루 또는 인 시스템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원하는 일을 싞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핛 수 있다.
이러핚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최근에 해외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대중화된 시스템이다. (송민희.

[그림1]
[그림1]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이
완젂 자율 주행 자동차에 탑승하여 그 안에서
스크린을 동해 정보를 얻고 음성인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며 모든 임무를 수행해나가는
장면이다. 이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자율
자동차를 사용자들끼리 공유핚다면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동핚 결제 시스템이 추가되어 자율 주행의
카 헤일링 시나리오가 된다.

2002) 드라이브 스루에 카 커머스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주행 중 주문, 자동결제가 가능하므로 이용
공갂이 줄고 시갂이 단축되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또핚 주차 시스템에서도 카 커머스 기술이 적용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3단계와 4단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주차, 결제까지 가능하여 사용자들의
주차에 대핚 스트레스를 감소 시킬 것이다.

자율 주행 카 헤일링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모바일로 자동차를 호출하고 자율 주행 자동
차는 GPS를 동해 사용자의 호출위치에 도착핚다. 승
차 후 주행을 시작하고 모바일과 카 커머스 기능이 탑
재된 자동차가 서로 연동되어 거리, 시갂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결제가 되고 사용자는 목적지에 하차핚다.
여기서 커넥티드 카 커머스란 커넥티드 카에 커머스가
결합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현재 상용되고 있는 대표적
인 서비스는 하이패스가 있다. 우리나라에 2007년부
터 도입되어 고속도로 톨 게이트에 사용되어 적외선이

3.2.3 5단계
완젂 자율주행이 실현 되었을 때 욲젂에 대핚
부담이 없어지므로 장거리 여행자 들이 늘어날 것이며
자동차는 쉼의 공갂이 될 것이다. 스마트 폰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용자에 대핚 많은 정보를 담을
것이며 카 커머스 기술이 적용된다면 지갑의 기능도
가능핛 것이다. 또핚 시스템이 주행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핛 수 있는 여가 서비스들의
발젂도 기대된다.

나 주파수를 동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욲젂자
에게 많은 편리함은 제공하고 있지만(정재균.2019)최
근에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핚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이 현금이나 카드를 소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졌다. 자동차 자체가 결제 수단
이 되어 기존의 카 헤일링 시스템의 사용자들과 장애
인을 포함핚 교통약자들에게 유용핚 서비스 가 될 것
이라 예상된다.

3.2 In vehicle 서비스 시나리오
자율 주행의 상용화는 In vehicle 서비스 즉,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핛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홗성화
시킬 것이다. 또핚 앞서 카 헤일링 시나리오에서
언급핚 커넥티드 카 커머스 기능이 중요핚 역핛을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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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기술이 4 단계 이상 실현되게 되면 탑승자는 더

요약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더 이상 탑승자가 주행 중
앞을 볼 필요가 없어서 차 내에서 독서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화나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등의 다양한 콘텐츠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시각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제공방식은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며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탑승자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시각, 청각,
촉각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모든 위험도에서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 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콘텐츠 소비
방식이 시각, 청각, 촉각 사용 수준과 주변 상황 인지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3].
하지만 운전자의 지각된 통제감과 재미는 자동화
정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한다[4].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는 저하된 지각된 통제감과 재미를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이다. 일례로, 현대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동차의 내부는
‘움직이는 공간’의 개념으로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탑승자가 자동차 안에서 마음껏 독서하고
휴식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더
이상 운전자가 정면을 응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시트가 180 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원활한 공간 활용을 추구하고 탑승자 개개인에 맞춘

능력, 몰입도, 기분 측면에서 어떻게 다를 지를

다양한

설문조사와 클러스터링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
7 개의 서로 다른 유형을 도출해 냈으며, 각 유형과

이야기한다[5].

위험도 수준에 따라 어떤 감각채널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1.2 다양한 감각 채널의 정보 제공 방식
기존

자동차

계기판의

인터페이스는

전통적으로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이나 계기판, 주행상황을 직접

주제어

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현재
자동차의 인터페이스의 85~95%는 시각정보로

자율주행 자동차, 위급성, 다중감각, 정보 제공방식,

구성되어 있다[6]. 하지만 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한

클러스터링

운전자는 주행 중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주의가 다른 곳에 쏠려 있을

1. 서 론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차량처럼

시각적인

상호작용만을 이용해서는 사용자에게 경보를 주는

1.1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많은 사람들은 2025 년에서 2030 년 정도가 되면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7].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1],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시각뿐 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2040 년이 되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전체 차량의
75%가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전용 차선이 생길

감각 단서들을 이용해 차량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 제공에 진동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2]. 자율주행의 수준은 0 단계

사용한 한 연구는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자동화부터 5 단계 완전 자동화까지 있는데, 자율

진동좌석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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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며 더 효율적으로 상황을
인지한다고 보고하였다[8]. 한편 청각적 단서를 활용한

사람들은 더 위급하게 들리는 경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12]. 사람들은 또한 더욱 긴급성이 높은

연구에서는 주행시에 청각적 단서가 제시되었을 때에

경보에 더 잘 반응한다[13]. Marshall 과 동료들[14]은

시각적 단서가 제시되었을 때보다 상황판단을 더 잘 할
수 있지만, 더 짜증을 잘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충돌 회피 상황, 주행 중 문제가 생긴 상황, 이메일이 온
상황의 서로 다른 위급성을 가진 세가지의 주행

하였다[9].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 세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시각, 촉각, 청각 단서가 단일, 혹은 다중으로
제시되었을 때 운전자의 상황인지와 반응 시간을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통제권을 넘겨
받게 되었을 때, 단순히 시각적인 단서만을 제공하는
것은 다중감각을 제시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청각이나
촉각 단서만을 제시하는 상황보다도 반응 시간이
느렸다. 또한 단일 감각만 제시되었을 때보다
다중감각이 제시되었을 때 탑승자는 상황을 더
긴급하고

문제가 생긴 상황은 중간 정도의 긴급성을 가진
상황으로, 경고를 무시해도 약간 불편하지만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메일이 온 상황은 위급성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경보를 무시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위급성에 따라 등급별 경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단일

다중감각이 제시되었을 때는 시각이나 청각만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더 짜증을 많이 불러

수준의 경보를 제공할 때보다 심각한 위험에 더 적절히
반응을 하며 경보에 대한 신뢰도 또한 더 높았다[15].

일으켰다. 또한 촉각만 제시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이를

사람들은 위급 상황 시 매우 위급한 경보를 더

가장 짜증나고 비효과적이라고 인지하였다[10].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와 동시에 짜증난다고
느낀다[16].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경보를

비슷한

“왜”(장애물이

맥락에서
앞에

인지하였다.

대처하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주행 중

하지만

한편,

효과적이라고

수준의 위험, 중요도, 시간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충돌
회피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경보에

Koo

있습니다.)와

와

동료들[11]은

“어떻게”(차량이

정지합니다.)라는 두 다른 유형의 메시지가 어떻게

제공함과 동시에 짜증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차량 주행 시 효율성에 영향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운전자는 “어떻게”를 제시하였을 때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황에서 달라질
콘텐츠 이용 방식과 상황의 위급성에 따라 어떠한

“왜”를 제시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차량 주행

유형의 정보제공 방식을 사용해야 사용자의 짜증을

수행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왜”와 “어떻게”를
모두 제시하였을 때의 수행이 가장 높았지만, 그만큼 더

가장 덜 유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많이 짜증을 유발하였다.

있을지를 고찰해볼 것이다.

2. 연구방법

이처럼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각 이외에 여러 감각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는 데 큰

2.1 연구개요

도움을 주고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지만, 그만큼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탑승하고 벌어질 수 있는

운전자에게 짜증을 유발한다. 아무리 다중 감각 제시가
사용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 감정 및 인지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면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여 7 가지 서로 다른 감각

정보제시 기능에 대한 사용성을 낮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정보 제시는 정보

사용 수준을 지닌 상황을 도출해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위험도에서 어떠한 감각을

과부하를 불러 일으켜 수행 자체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짜증을 덜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시할 때 상황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가지 감각 양태를

유발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위험을 잘 전달할 수 있을
지를 제안하였다.

제시하되 짜증을 가능한 덜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한다.

2.2 참가자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총 19 명이었으며, 이중 한 명은

1.3 상황의 위급성과 경보에 따른 정보 제공
위급성에 따라 잘 연결된 경보는 운전자들이 경고를 더

실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한 명을 제외한 18 명 중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14 명은 남성, 4 명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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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SD = 3.05) 였다. 참가자 중 83.3%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운전경력을 평균 1.2 년(SD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량 스피커 혹은 이어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 2.15)이었다.

유형 4 는 주로 시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서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형 5 는 주로
촉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사를 하고 있거나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탑승하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 6 은 어느 감각도

람들이 어떠한 감각을 주로 사용하는 지, 그 상황에

멀미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형 7 은 숙면 상황이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감정상태는 어떠한 지, 차량과
차량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

표 1. 상황 유형별 평균 감각 사용 수준.

지에 대하여 5 점 척도로 질문을 하였다. 이때 질문한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이었다.

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멍 때리고 있거나

굵은 글꼴은 각 감각 별 최고치, 기울어진 글꼴은 각 감각 별
최저치(유형 7 수면상황 제외)

유형

시각

청각

촉각

몰입

기분

상황인지

있는 상황,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

1

4.44

4.06

2.89

4.22

3.54

1.70

멀미를 하고 있는 상황,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
게임이나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는 상황,

2

3.43

4.13

2.98

3.83

4.07

2.04

3

2.76

4.24

2.57

3.62

3.32

2.85

상황이었다. 여기에 숙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4

4.22

2.42

2.67

3.92

2.75

2.06

미리 가장 감각사용을 덜하고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으로
가정하여
참가자들이
평정에
대한

5

3.06

2.83

3.75

3.33

3.31

2.72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3.28

2.56

2.83

2.58

2.72

2.86

그 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주변 상황을

7

1.00

1.00

3.00

1.00

3.00

1.00

사람들에게 질문 한 상황은 차량 내에서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 등을 포함해 총 16 개의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몰입하며, 어떠한
3.2 정보제공 방식 제안

감정을 느끼는 지에 대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다. 클러스터의 개수는 7 개였으며, 최대 반복

본 연구는 위급성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기의

수는 300 회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도출해 낸 7 개의

시각, 청각, 촉각을 제시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을

감각유형별 상황에 대해서 Marshall 과 동료들[14]이
제시한 위급성의 낮음, 중간, 높음의 세 단계에 대한

제안한다.

시나리오 대해서 어떠한 감각 방식으로 어떻게 경보를
주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지를

시각적

정보

제공방식에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시각일반)과

고찰하였다.

점멸등을 이용한 강력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
방식(시각점멸)이 있다. “시각일반”은 탑승자가

3. 결과

전면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3.1 감각 사용 수준에 따른 콘텐츠 이용 유형
감각 사용 수준, 몰입도, 상황인지, 감정 상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내 콘텐츠 이용 상황을 K-means
클러스터링한 결과, 16 개의 상황을 7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표 1).

등의 콘텐츠를 이용(유형 1)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상황에 비해 몰입도가
상당히 높다. 때문에 정보제공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몰입도를 해치고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급성이 낮아 경고를
무시해도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상황에서는

유형 1 은 시청각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몰입도가 높으며, 비디오 시청, 게임, 시청각을 모두

“시각일반”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였다. “시각점멸”의
경우는 사용자가 전면 디스플레이를 주시하고 있지

사용하는 일을 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유형 2 는 주로

않으며 청각 채널 역시 활용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는

청각을 사용하지만 시각 역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자극을 제공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2-4Hz 정도로 깜빡이는 점멸등을 이용해

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 3 은 주로 청각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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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 정보 제공방식에는 스피커를 통해 알림음을
제공하는 방식(청각일반)와 운전자의 이름을 멘트 내에
포함시켜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청각호명)가
있다. “청각일반”의 경우는 위급성에 따라 두가지
수준의 소리를 사용한다. 위급성이 낮은 단순한 알림
상황에서는 40dB 이하의 낮고 부드러운 톤의 소리를
사용(청각일반 1)하며, 위급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60dB 이상의 거친 소리를 사용(청각일반 2)를 사용한다.
“청각호명”은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칵테일
파티 효과를 사용한 방식이다. 칵테일 파티효과는
파티와 같이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특정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뇌의 인지적 능력이다[17].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이름이 들리면
자연스레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칵테일
파티 효과 때문이다. 이 방식은 대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청각적 채널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유형
2,3)이나

청각적

채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몰입도가 높은 상황(유형 4)에서 사용하기 좋은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긴급성이 크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유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 1 은 시청각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몰입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성이 낮은 정보를
전면 디스플레이나 다른 감각 채널 등을 이용해
제공하여

사용자가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낮을 때는
별다른 알림을 주지 않는다. 한편, 위험도가 중간일
때는 사용하던 콘텐츠 위에 오버레이로 “시각일반”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촉각진동”을 제시한다.
유형 2 는 주로 청각을 사용하지만 시각 역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도가 낮을 때에는 청각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촉각진동"과 함께 보조디스플레이에 푸시 알림을
제공한다. 이때 노래방 상황의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마이크에도 진동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도가 중간일 때는 각 상황별로 다른 정보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한 사용자에게 짜증을 덜

제공 방식을 사용하였다. 노래방 상황의 경우에는 노래
가사 등을 보기 위해 전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유발하면서도

상황이기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때문에

“촉각진동"과

“시각일반”을

사용된다.

제시하였으며, 연주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일어나 있고

촉각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시트의 진동을 이용하는

청각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면주시를 하고 있지
않은 채로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식(촉각진동)이 있다. 이 방식은 몰입을 많이 하고
있거나 이미 시청각 채널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청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 하지만 정보 제공 시 촉각만 단일로 제시하는
것은 짜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고 비효과적이다[10].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통해 정보 제공시에는 항상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알림을 위한 용도를 제공하는 보조
디스플레이에 푸시 알림을 제공해주며 이 보조
디스플레이 주변에 있는 LED 가 위험도가 낮으면
초록색, 중간 이상일 경우 붉은색 점등이 된다. 또한
Koo 와 동료들[11]이 사용한 “왜”(상황설명)와
“어떻게”(행동설명)의 두 다른 유형의 메시지를 상황과

사용한다.

대화

상황에서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어 일반적인 청각
알림에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촉각진동"과

함께

“청각호명”을

사용한다.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낮을 때는 “촉각진동"과 함께
보조디스플레이에 푸시 알림을 제공한다. 위험도가
중간일 때에는 전화를 하는 상황인 경우 “촉각진동”과
함께 전화 볼륨을 부드럽게 줄이면서 “청각일반 1”을
제시하고 음악을 들을 경우에는 “촉각진동”과 함께
음악을 부드럽게 줄이면서 “청각호명”을 제공한다.
있는 상황이며 유형 5 는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3.3 정보 제공 방식 적용

주로 촉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정보 제공 방법을 통해
앞에서 정의한 7 가지의 콘텐츠 이용 상황 유형별로
사용하는 감각 채널과 몰입, 상황인지, 기분을 고려하여
상황에 위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보 제공 체계를
통해

“시각점멸”을

유형 4 는 독서를 하는 것과 같이 주로 시각을 사용하고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를

함께

유형 3 은 주로 청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감각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였다.

설계하였다.

“촉각진동"과

사용자의

짜증을

덜

유형 5 의 경우에는 진동을 사용할 경우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운동기구를 떨어뜨리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을 배제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낮을 때에는 “청각호명”만을 사용해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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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준다. 위험도가 중간일 때에는 “시각일반”과

통해 제공하는 것은 탑승자의 짜증을 유발한다. 그렇기

“청각일반 1”. “청각호명”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해준다.

때문에 위급성에 따라서 차등 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유형 6 는 멀미를 한다 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등

본

어느 감각도 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전면을 주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을

이용방식과 상황에 위급성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탑승자를 가장 덜 불편하게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위험도가 낮을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지 대해서

때에는 “청각호명”만을 사용해서 정보를 주며,
위험도가 중간일 때는 “청각호명”과 일반적인 상황보다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현재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강한 “촉각진동”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내에서의

콘텐츠

유형 7 은 숙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낮을

본 연구는 머지않아 다가올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달라질 탑승자들의 차량 이용 방법에 맞추어 정보를

때에는 아무런 알림도 주지 않으며 위험도가 중간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때에는 “청각호명”과 함께 일반적인 상황보다 강한
“촉각진동”을 사용해서 주의를 환기한다. 위험도가

방안을 고찰하였다는 데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높을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현재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다소 짜증을 유발하더라도 높은 강도로
다양한 유형의 감각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4-6Hz 로
깜빡이는 빨간색 점멸등(시각점멸)을 제시하고 60dB
이상의 거친 경고음(청각일반 2)을 들려주면서 시트에
진동(촉각진동)을

주어야

한다.

빨간색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먼저
자율주행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감각을
사용하거나 얼마나 몰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실험적

방법이나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용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일을
상상하면서 설문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보고가

점멸등을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사용하는 이유는 빨간색이 가지는 위험 신호 스키마를
적극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상황이

콘텐츠 이용방법과 위급성에 따라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는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발생하였는 지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떠한 행동을 할

실제로 이 방안들이 사용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지와 같은 위험 상황 시 대처사항 및 지시사항을

방해하지 않는 지, 짜증의 유발 정도는 어떠한 지, 반응
속도는 어떠한 지에 대한 데이터는 얻지 못하였다. 추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이 중 최초로 제시해주는 자극은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각
자극이며, 사용을 하고 있는 기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를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효과를 낼

통해 최초 자극을 제시하도록 한다.

것인 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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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변속기는 훌륭한 전달 효율을 가지고 구동축에서

변속기, 웜기어, 자율주행차량

종동축으로 토크와 속도를 전달하고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이며 오늘 날 많은 영역에서 폭 넓게

1. 서 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율자동차에서는 변속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율 기능을 위해서는 무인 조향
및 가감속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변속기는 동력의
전달 방식에 따라 기어, 벨트, 체인 등을 이용한 장치
등이 있는데 이들 중 기어에 의한 변속 장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어에 의한 변속장치의 구성은
크게 두 개의 축과 기어,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어 변속 장치는 형태, 축의
상대적인 방향성, 기어의 종류 등에 따라 분류된다.
기어 변속장치에 사용되는 기어의 종류는 구동축과
종동축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평행축, 직교축(사교축),
경사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웜기어 감속기는 랙카,

자율자동차에서는 변속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율 기능을 위해서는 무인 조향 및 가감속 등이
가능해야 한다. 변속기는 훌륭한 전달 효율을 가지고
구동축에서 종동축으로 토크와 속도를 전달하고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이며, 동력의 전달 방식에
따라 기어, 벨트, 체인 등을 이용한 장치 등이 있는데
이들 중 기어에 의한 변속 장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변속장치의 구성은 크게 두 개의 축과 기어,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어
변속 장치는 형태. 축의 상대적인 방향성, 기어의 종류
등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기어 변속장치에 사용되는
기어의 종류는 구동축과 종동축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사다리차, 고소 작업차, 크레인 등과 같이 회전 운동이

평행축, 직교축(사교축), 경사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동력 전달
장치이다. 웜기어 감속기는 5톤 이하에서는 웜

여러 축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감속기를

접촉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회전수를
증가시키거나 접촉 압력이 작으면 미끄럼이 생겨서

사용하고

있으며

5톤

이상에서는

유성감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웜 감속기는 축이 서로
교차하여 직각으로 배치됨으로 직각 동력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선박, 건설 장비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웜 감속기는 한 쌍의 기어로 약
1/100까지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고 다른 기어에
비하여 운전 시 미끄럼 운동을 하므로 소음 진동이
적으며 역전 방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감속기의 발열이 심하고 기어 및 웜
치면에 심한 마모 또는 손상이 나타나며 고주파
열처리를

한

피니언의

끝부분에서

파손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서도 웜기어 감속기는 여러 가지
산업기계 동력전달장치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현재 시스템의 기초에서 최대한으로 부족한 점을
보상할 수 있는 최적화의 웜기어 감속기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방법은

두

축에

원판을

부착하여

이것을

서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쪽 바퀴 주변에 같은
간격으로 같은 돌기를 만들어 그 하나 하나가 서로
물리도록하면 회전수가 증가하여도 미끄럼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것이 최초의 기어이다. 이것은
동력이나 회전의 전달이 확실하며 정확한 각속도비로
전달할 수 있고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며 동력 손실도
적고 수명도 긴 장점이 있어 기계 구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웜기어는 스크류 작용으로 인해 다른 기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적어

정숙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중심거리에서 다른 기어에 비해
큰 변속비를 얻을 수 있다. 웜기어는 일반적으로 웜 및
휠로 이루어 졌으며 웜의 형태로 원통형 웜, 장구형 웜
및 스피로이드 웜으로 나누어지며 치형으로 분류하면
ZA, ZN, ZK, ZI 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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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기어 감속기는 랙카, 사다리차, 고소 작업차, 크레인
등과 같이 회전 운동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사용되고

2. 이론적 배경
2.1 웜기어의 특징

있는 중요한 동력 전달 장치이다. 웜기어 감속기는 5 톤
이하에서는 웜 감속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 톤
이상에서는 유성감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웜 감속기는

웜기어는 더 큰 치가 있는 웜을 직각으로 구동하는
나사 입력 웜으로 구성된다. 회전하는 웜을 축 방향으로

축이 서로 교차하여 직각으로 배치됨으로 직각 동력

구속함으로써 웜 기어가 회전하게 된다. 임의의 순간에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선박, 건설 장비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웜 감속기는 한 쌍의

웜 나사를 통해서 구르는 다양한 위치에서 2 ~ 3 개의
치가 접촉할 수 있다. 2 ~ 3 개의 웜기어 치 2 ~ 3 개의

기어로 약 1/100 까지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선이 동력을 전달한다. 각 웜 기어 치아의 접촉선이

기어에 비하여 운전 시 미끄럼 운동을 하므로 소음
진동이 적으며 역전 방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면 각 웜기어 치에 접촉 마킹
영역이 생긴다. 접촉선을 따라 발생하는 응력은 하중 웜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감속기의 발열이 심하고 기어 및

스레드와 웜 치의 상대적인 곡률 반경, 치 사이의 하중

웜 치면에 심한 마모 또는 손상이 나타나며 고주파
열처리를 한 피니언의 끝부분에서 파손 현상이

분포 및 그 회전으로 인한 미끄럼 마찰력에 대한 표면
응력이다.

나타나는 등 많은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서도 웜기어 감속기는 여러 가지
산업기계 동력전달장치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현재 시스템의 기초에서 최대한으로 부족한 점을
보상할 수 있는 최적화의 웜기어 감속기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웜기어 감속기는 해외에서 자결 작용 웜기어의 연구에
관한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와 국내에서 원통형
웜기어의 접촉선 해석 등 웜기어의 부품 단위의 최적
살계 및 해석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원통형 웜기어의 치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원통형 웜기어 감속기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웜기어 감속기의

치면의 리드각이 작을 경우 웜기어로 웜을 회전할 수
없는 역전 방지가 가능하고 다른 기어에 비하여 운전
시 미끄럼 운동을 하므로 소음과 진동이 매우 적다.
그리고 회전 운동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동력전달장치로 쓰인다.
2.2 하중
웜기어의 설계는 전달되는 부하 및 속도의 유형에 맞게
조정한다. 상당한 양의 동력을 고속으로 전달하려면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이 부족하고, 웜기어
감속기 개발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웜기어
감속기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웜기어

감속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 시스템 제작 및
성능 시험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제품 개발의 어려움을

피치

웜기어를

사용해야하며

저속에서 높은 토크는 큰 웜 지름이 필요로 하며 낮은
소음 및 진동으로 원활한 전달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작은 피치 압력각이 바람직하다.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며, 감속기의
핵심인 치형에 대해서도 연구가 최근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 산업 현장에서 웜기어 감속기의 개발을 위하여

정밀한

2.3 웜의 종류
웜의 종류에 따라 선삭 공구를 사용하여 선반이나 호브
또는 원형 커터를 사용하는 호빙 기계에서 웜의 치를
생산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 공구의 절삭 날은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제공되며 관련된 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아래에 본 논문에 기술 된 웜의 치 형태는
실제로 사용된다.
2.4 ZI 웜기어의 기하학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웜기어 감속기에 대한
연구는 일부 핵심 부품의 설계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웜기어의 치형에 대한 연구 자료가

그림 1, 2 와 같이 ZI 웜기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웜기어 치형

다면을 볼 수 있다.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렸으며, 웜기어 옆면과

ZI 형의 프로파일과 설계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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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그림 1 오른쪽 방향 웜의 표면 스크류 인벌류트 표면의
생성

(7)
식 (7) 은 x, y, z 의 좌표이며,

(8)

그림 2 인벌류트 웜 단면
2.5 표면 방정식
웜 표면은 스크류 운동하는 직선에 의해 생성되며 기본
원통의 나선
벡터

에 접한다. 그림 1 의 현재 점의 위치

(9)
식 (8,9) 는 식 (7)을 위한 식이고,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2)
(3)

또한,

식 (1,2,3) 은 3D CAD 인 CATIA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리기 위한 식이다. 또한, 식 (4,5,6) 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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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웜과 웜기어 설계식
식 (10) 은 각도

그리고

는 음의

축상에 위치한

관찰자에 대해

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축의

방향으로 측정된다. 그림 3, 4 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7.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무인자율차량의 변속기에 응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보았으며, 기존의 관계식들과
비교했다. 기계요소설계 포인트 설계식, ANSI/AGMA
6022-C93 설계식 그리고 웜기어 관련 논문의
계산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그림 3 helix parameter = 0.1

확인했다. 웜기어 치형의 종류 ZI Form의 프로파일에
대해 알아보았고 웜과 웜기어의 설계를 위해 중심거리,
줄 수, 잇수, 백래쉬, 압력각 등을 임의적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설계 값들을 구하여 모델링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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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는 각 달과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활동
패턴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시간에 따른 활동 패턴
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
은 공통적으로 1월 12월을 연회의 달, 3월을
시작을 달 이라고 생각을 했다. 또한, 계절이
사람들의 활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았다. 이 연구는 각 달이 가지는 상징성과,
계절이 사람들의 활동 패턴에 미치는 정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인간 활동 패턴, 시계열 분석
1.

용도 적으며 보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행동패
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분석된 인간의 활동 분류를 이용한
다면 마케팅, 여행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맞는
광고를 함으로서 효과적인 게시물을 추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인간행동분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 활동 패턴의 연간 변
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셋
2.1 데이터 수집

서론
1.1 연구의 배경

사람들은 본인의 일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
과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인스타
그램(Instagram)은 한국에서 최근 몇년간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SNS플랫폼이다. 인스타그
램은 포스트를 업로드할 때 캡션을 통해 사진
과 관련된 단어나 게시자의 감정을 함께 입력
할 수 있다. 위치정보가 있는 인스타그램의 포
스트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해당 위치에서
본인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쓴 경우가 많
다. 그리고 캡션과 사진을 통해 특정 활동의
목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활용
하면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의 활동 패턴을 파
악하기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도심 지역에서의 사
람들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인 서울 지하철 2
호선의 주요 25개 역 주변에서 업로드된 인스
타그램 포스트를 크롤링하여 진행하였다.
2.2 데이터 라벨링
모아진 데이터 중 27명의 실험 참가자 3명
씩 총 9팀으로 나누어 ATUS(American Time
Use Survey)[3]의 카테고리에 알맞게 분류하
는 작업을 거쳤다. 각 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이지만 같은 포스트에 대해 태깅을 하여
3명의 라벨링 결과를 비교하여 두 명 이상이
동의한 카테고리를 해당 포스트의 정답 카테고
리로 고려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1.2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활동의 패턴에도 변화가 생
긴다 [2]. 하지만 이를 설문조사 이외의 방법
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 비해
방대한 SNS를 활용한 연구는 정리도 쉽고, 비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상위 7개 카테
고리(자기관리-1114개, 식사-5013개, 사교 활
동-2609개, 휴식-926개, 예술 및 엔터테이먼
트-2721개, 스포츠-465개, 여행-1651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이후 비슷한 경
향성을 띄는 항목을 제거하여 4개의 항목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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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성 시각화
3.1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각 카테고리에서 발
생한 소셜미디어의 시간당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년 주기인 365일에 대한 각각의
24시간에 대하여 해당 카테고리의 포스트가
발생한 횟수를 데이터로 삼았다. (예: 1월1일23
시 – 3회) 데이터 셋은 특정 지역에서 업로드
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개수이다.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9년 인데 2월 29일이 포
함된 년도는 2016년이 유일하다. 2016년 2월
29일에 해당 지역에서 업로드된 게시물의 개
수는 0개였다. 따라서 윤년을 제외하고 1년을
365일로 두고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3.2 데이터 형식
본 연구에 사용되는 data는 다음과 같이 정
리가 된다. 세로축의 항목은 시간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카테고리의 수이다. 세로축의 시간은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의미한다. d번째/365 일
의 h시/24 일 경우 (d-1)×365 + h의 row에
해당된다. 가로축은 ‘2.데이타 셋’ 에서 정리한
7개의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즉, (d-1)×365 +
h번째 row의 n번째 column은 h시~h+1시에
업로드된 게시물 중 n category에 속하는 게
시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row는 (일×시) 의 총 개수이므로 365(일) ×
24(시) = 8760 이고 column는 7개로 ‘8760
rows × 7 columns’인 데이터 셋이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
로 데이터들의 경향성과 주기성을 파악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인 ‘시계열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을 이용하
여 시계열 데이터를 Decompose하여 경향성
과 주기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출할 것이다.
경향성과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TL
Decomposition
(Seasonal Trend Decomposition using Loses)이다.

Figure 1. Decomposition code
Figure1 은 7개의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식사 데이터를 제시된 Decomposition을 통해
데이터를 분리하고 python의 matplotlib의
pyplot을 이용해 나타낸 그래프다.
‘df’는 Instagram_data.csv 를 python에서
불러온 값이다. df[df.columns[1]] 에는 2번째
항인 음식 항목의 값이 들어가 있다.
seasonal_decompose에 사용할 frequency는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주기성 중 원하
는 주기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기
성(seasonal)은 크게 달(month)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2개의 펄스파가 나오기 위해
freq = 7860//12 (7860을 12로 나눈 몫)으로
두었다.
Decomposition이후 총 4개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4개의 그래프의 관계는 Observed =
Trend + Observed + Residual 이다.
Observed는 데이터 셋에서 가로축의 변수에
따라 세로축에 값을 입력해 나열한 기본적인
그래프이다. Seasonal은 데이터의 주기성을 나
타낸 값으로 freq에 따라 반복되는 파형의 개
수가 결정된다. Trend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
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남은 값은
Residual 그래프에 표현되었다.

4.

분석 결과
4.1 자기관리 카테고리

자기관리 카테고리는 잠을 자거나 씻거나 옷
을 입는 행위 등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다.
특히 자신의 모습을 찍는 행위가 인스타그램에
표현되는 대표적인 자기관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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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자기관리 그래프

Figure 3. 식사 그래프

자기관리 카테고리의 특징은 Figure2에서
볼 수 있다. 경향성 그래프를 보면 4월 말부터
낮아져서 일정한 값을 이루고 10월 말에 최고
점을 찍고 12월 말에 다시 최고 점을 찍는 것
을 알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관리로 분류
되는 대부분의 사진은 셀카와 예쁜 풍경에 자
신의 전신을 찍은 사진이 업로드 되어있다.

1월과 12월에 높은 이유는 행사에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의 음
식 카테고리 사진의 캡션에는 ‘#크리스마스’,
‘#신년’이 있다. 5월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사
진이 늘어난다. 어버이 날에는 부모님, 어린이
날은 자식과 함께 맛집을 가고 싶어 한다. 그
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않는 좋은 곳
에 가서 음식 자랑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5월
을 가정의 달로 인식한다.

1월과 12월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다. 행
사에 참여하면 평소보다 더 꾸미게 되고, 예쁜
장소에 있는 평소보다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싶어진다. 또한, 10월 말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간절기이라서 입는 외투의 종
류가 다양하다. 패딩, 블레이저, 코트, 가디건,
야상, 니트 등 모든 종류의 외투를 입을 수 있
다. 즉, 자신의 패션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다.
4.2 식사 카테고리
식사 카테고리는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
거나, 식당이나 집에서 먹는 사진 또는 음식이
있는 사진을 이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식사는
모든 사람이 매일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음식
사진은 더 특별해야한다. 이 게시물은 특별하
게 만든 음식, 맛집,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찍
은 사진이다.

7월의 음식 사진은 캡션에 ‘여행’이라는 단
어가 많이 있었다. 7월은 많은 대학생들이 방
학을 맞거나 직장인들이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기 적절한 시기이다. 여행을 가면 누구나 사
진으로 남긴다.
4.3 예술 및 엔터테이먼트 카테고리
예술 및 엔터테이먼트 카테고리는 스포츠를
제외한 문화 활동을 포함하는 항목이다. 대표
적인 활동으로는 영화보기, 박물관과 전시회
관람, 그리고 콘서트나 영화제 관람이다.

Figure3는 식사 카테고리에 관한 그래프이
다. 경향성은 1월과 12월에 최고를 찍고, 5월
과 7월 말에 게시물이 많고, 3월, 10월 초에 최
소가 된다.
Figure 4. 예술 및 엔터테이먼트 그래프
이 카테고리는 다른 카테고리와는 다른 분포
를 보여준다. Figure2, 3은 1월과 12월에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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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Figure4는 6월초에서 8월 중순까지 매우
높은 분포를 보여준다. 이 항목은 1년 중 언제
든지 즐길 수 있는 활동인데 특정기간에만 높
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게시물의 해시 태그와
함께 분석했다.
6월 말부터 8월 중순 동안 예술 및 엔터테
이먼트로 분류된 게시물에는 ‘더위’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여름
이라서 밖에서 다른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하
지만 영화 관람과 전시회 관람은 실내활동이면
서 2시간 정도 진행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의
예술 및 엔터테이먼트의 활동은 여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4.4 여행 카테고리
여행 카테고리는 이동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
한다. 여행을 가는 것 외에도 출퇴근길에 찍은
경치 사진이나, 산책을 나가서 찍은 야경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을 여행 활동으로 간주한
다.

람들의 활동 패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
는지를 확인하고, 활동 패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데에 있다.
연구결과 우리는 각 달이 사람들에게 의미
하는 상징성을 알 수 있었다. 1월과 12월은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어 다양한 행사
와 활동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 있어서 1
월과 12월에 전체적인 게시 수가 증가했다. 또
한 대한민국에서 3월이 의미 하는 것은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
음속의 여유를 대변해주는 여행 항목에서 3월
에 급격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의 활동 패턴과 계절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예술 및 엔터테
이먼트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
분은 여름이라는 계절이고, 자기관리 카테고리
에서는 가을 풍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 연구는 각 달이 사람들이 가지는 상징성
과, 계절이 활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객관성과 일반
성을 증명 받은 정보를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
한 정보를 주고, 유익한 활동을 추천해 준다면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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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카카오톡 사용 동기, 사용
기능과 전반적 경험을 통해 사용자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카카오톡 사용이 제일 활발한 2030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카카오톡 사용
행동 패턴과 전반적 경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메신저의 핵심 기능인 채팅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자별 인식과 행동패턴을 분석하였고, 4 가지로
사용자 유형화를 할 수 있었다.

1.2 연구 목적
최근 카카오톡에서는 늘어나는 컨텐츠와 부가
기능으로 인해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1020 세대
사용자들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2] 하지만
카카오톡은 꾸준히 모바일 메신저 1위 유지하며 여러
사용자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어플에 대해 느끼는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별 모바일 메신저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기능 별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모바일 메신저 관련 연구, 카카오톡 관련 연구,
사용자 유형화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로 모바일 메신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로움,
소외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이모티콘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
전반 사용과 사용자 인식, 경험에 관한 연구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진보래, 이연경, 박남기
(2014)는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발생 가능한 긍정적 경험을 배제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신저 사용경험을 포함하지

주제어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사용자 유형화, 카카오톡, 채팅
1. 서 론
1.1 연구 배경
모바일 메신저는 일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와이즈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94.4%로 가장 높다.[1]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국내 엔터테인먼트, 검색,
금융 등 사업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카카오톡 사용자의 세부적인 행동을 관찰해 카카오톡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모바일 메신저 사용 행태를 분석하여
전반적 사용 인식과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파악하여
사용자 유형화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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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방법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톡 메신저의 사용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총 26 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는 20-30 대 성인으로 현재
카카오톡을 주된 메신저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구조적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형태로 1 대 1 로 진행하였다. 총 인터뷰
시간은 약 45 분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상황을
녹취하였다.
트랜스크립트(transcript)
과정을
진행하였고 오픈 코딩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귀납적 방법(inductive research)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카카오톡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관한 사람들의 ‘의존도’를 관찰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강제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강제성’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쩔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이 느끼게되는
암묵적인 강압성을 의미한다. 또한 ‘강제성’은 ‘관계
참여에 대한 피로도’로 연결된다. 이는 학교, 회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피로도를 의미하며, 특히 사용자는 공적 용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부담과 피로감이 컸다.
그 밖에 카카오톡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통해 카카오톡 내에서
부가기능 사용도와 기능복잡성의 피로도 대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다.
-P08: “메시지 기능 말고도 뉴스도 카카오톡
페이지에서 보고 있어요. 선물하기, 돈 송금하기,
이모티콘 구매하기, 실시간 검색어 확인도
이용하고요.(부가기능사용도)”
-P01: “영화 예매나 라이브톡, 라이브톡은 정말
안쓰는 것 같아요. 어.. 라이브톡은 없어져도 될 거
같긴 한데(부가기능사용도)”
-P09: “근데 단점은 사실 요새 너무 기능들이
많아져서, 약간 어플이 점점 무거워 지는 느낌도
들고(기능복잡성의 피로도)”

2. 본론
2.1 사용자 유형화를 위한 인터뷰 코딩
인터뷰를 바탕으로 크게 4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코딩을 진행하였다. 항목은 전반적 사용 행태와 채팅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나눈 것이다. 전체적 사용에
관련된 질문, 친구관리 기능, 채팅관리 기능, 채팅방
관리 기능이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 전반적
인식에 대한 입장을 긍정/부정/중립으로 나누었다.
2.1.1 전반적 사용 행태
26 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난 시점에 카카오톡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P07: “저는 이런것을 잘 몰라가지고 아마 친언니나
아니면 주위 친구들이 시작하면서 저도 시작했어요.”
(사용동기)
사용 동기는 무료, 문자 대용 메신저라는 응답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사용용도). 또한 카카오톡을 스마트폰
기본 어플이라 인식하고 있는 참가자도 있어
‘카카오톡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카오톡의 장단점에 관련된 인터뷰 중 단점에
대해서 응답한 20 명 중 10 명은 카카오톡의 단점으로
카카오톡 사용 시 겪게 되는 ‘관계에 대한
피로도’(P1/8/13/14/16/17/19/20/21/26)를
언급했다.
-P20: “소통하기 쉽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귀찮은 상황도 생겨요. 집중하고 싶은데 답장을
해야한다거나 그럴 때는 지우고 싶긴한데 지울 수는
없고” (카카오톡의 단점)

2.1.2 친구 관리 기능
친구관리 기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숨김’,
‘차단’기능이다. 친구 관리 기능 사용 형태를 통해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P01: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친구
추천 허용을 안해놨어요. 왜냐하면 가끔 프로필 사진에
개인적인 그런 걸 올릴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유출 우려)
-P04: “아 그게 일적인 만남있잖아요. 직장 상사라던지
직장 동료라던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프사나
상태메세지를 보여주고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하는게 좀 싫어요. (프라이버시 침해)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되는 사유로는 사적으로 지인과
연락하기 위함과, 공적으로 학교에서 혹은 업무 시에
사용하기 위함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용자는 카카오톡의
용도를 사적, 공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타인에게 자신의 프로필,
개인 정보 등을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글에서는 이를 ‘자기노출 염려도’ 라고
정의한다. ‘자기 노출 염려도’ 또한 ‘강제성’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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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참여에 대한 피로도’와 같이 전반적인 카카오톡 사용
경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3.1 1 차분류 : 인터뷰 코딩 항목 8 가지에 따른
사용자 유형
인터뷰 코딩을 통해 사용자 유형화를 위한 평가
항목으로 사용빈도, 사용용도, 부가기능 사용도,

2.1.3 채팅 관리 기능
카카오톡의 채팅 관리 기능에 대해 인터뷰 참가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용도와 사적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17: ”상단 고정은 두개만 해 놓아요. 하나는 자신의
메모장으로 쓰기 위해, 또 다른 하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고정시켰어요. ”
또한 채팅 관리 기능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메시지
삭제’기능은 주로 오타나 잘못된 단체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삭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메시지를 삭제하는 이유로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응답자와는 달리
누군가가 자신의 채팅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 삭제한다고 하는 응답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강제성을
느끼는
정도,
관계참여
피로도,
자기노출염려도, 카카오톡 의존도, 기능복잡성의
피로도의 8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8 가지 항목은
인터뷰 코딩을 통해 도출된 내용 중 카카오톡 사용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공통된 키워드를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카카오톡 사용자 별 8 가지 항목에
따라 각각의 정도를 1-5 단계로 나누어 표시한 뒤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를 분류하였으며 총
9 가지의 사용자 유형을 도출하였다.

(자기노출염려도) ‘메시지 삭제’ 기능과 관련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인터뷰 참가자의 답변을
통해 사람들은 채팅 공간을 개인의 공간이라고
인지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2.1.4 채팅방 설정 관리 기능
카카오톡의 공적 용도, 사적 용도는 채팅방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카카오톡의 채팅방의
종류는 크게 단체채팅방, 비밀채팅방, 오픈채팅방의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P04: “사진도 공유하기 편하고, 그리고 요새는 그룹콜
연결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룹 채팅방)
-P01: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적인 정보잖아요. 서버에
저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비밀채팅방)
-P01: “정보획득용인거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읽은 대화가
쌓여가는게 마음에 부담감이..” (오픈채팅방)
인터뷰를 통해 응답한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사용을 중단하고 싶었을 때를
안 읽은 대화가 많이 쌓일 때라고 응답하였다.
오픈채팅방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대화가
쌓여가는데서 부담을 느낀다 응답하였고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을 통해 업무를 해야하는 환경에서 많은
메세지 양이 올 때 관계참여의 피로를 느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가 와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유형 1 (P1, P2, P22)

유형 2 (P3, P4)

유형 3 (P5, P12)

유형 4 (P6, P8)

유형 5 ( P7, P9, P10)

유형 6 (P11, P25, P26)

유형 7 ( P13, P14, P19, P23)

유형 8(P15, P16, P17, P20, P21)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이 편리함이 아닌 부담스러운
어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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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에 해당하는 관계 참여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강제성을 느끼는 정도 또한 높았다.
인상관리적 자아는 카카오톡의 공적인 사용으로 인한
관계참여피로도가 높은 유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용 채팅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 9 (P18, P24)

3.2.3 자기관리적 자아(사용자 유형 5,6)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강제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유형이며 관계 참여 피로도 또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카카오톡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톡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노출을 염려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카카오톡의 강제성, 관계 참여
피로도, 자기노출염려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카카오톡의 전반적 사용 경험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자기관리적
자아는
자기노출염려도가 높은 유형으로 이 유형을 위한

표 1 카카오톡 사용자 유형 1 차 분류

3.2 2 차 분류 : 사용자 경험과 기능활용도를 통한
사용자 분류
카카오톡의 사용자 유형을 1 차 분류를 통해 9 가지로
유형화한 뒤 사용자 경험의 긍정/부정 정도와
기능활용도에 따라 2 차 분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 가지 사용자 유형을 제안한다.

카카오톡 내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한다.
3.2.4 상호작용 의례적 자아(사용자 유형 9)
카카오톡의 부가기능 사용도가 낮지만 전반적인
사용성은 긍적적이며 주로 공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주로 공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사용의 강제성을 느끼는 정도, 관계참여
피로도, 자기노출염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업무
용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며, 사용경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작용 의례적 자아 유형은 업무
용도로 카카오톡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므로 업무에 특화된 기능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카카오톡 사용자 유형 2 차 분류

3.3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톡의 사용
패턴과 전반적 경험과 인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사용자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장현미(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메신저
사용자의 긍정적 경험을 위한 디자인 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용자 유형에 따라 메신저의 주된 타겟층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맞는 기능을 디자인으로
발전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1 자아추구적 자아 (사용자 유형 1,2)
카카오톡의 사용 경험이 긍정적이며, 사회적 관계 참여
순응도가 높은 유형이다. 또한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기능을 잘 사용하며 부가 기능에 긍정적인
유형이다. 카카오톡에 강제성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관계 참여 피로도 또한 매우 낮았다.
자아추구적 자아 유형은 다양한 부가 기능에 쉽게
적응함으로 이들을 위한 개인화된 부가서비스가
추가된다면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3.2.2 인상관리적 자아(사용자 유형 3,4,7,8)
기능 사용도는 높지만 전반적인 사용성이 부정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기능복잡성에 대한 피로도와는
별개로 기능에 대한 사용도가 높다. 비교적 고르게 공적,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현재 모바일
메신저의 주 사용자인 2030세대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사용자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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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연령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메신저의 종류
또한 카카오톡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연장선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하는 세분화된 사용자
유형화를 통해 긍정적 사용자 경험 디자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복합적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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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구글이나
애플에서는 방해금지모드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여
노티피케이션을 snooze 또는 defer 할 수 있게 하여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요약문
우리는 알림(Notification)의 폭주 시대에 살고 있다.
노티피케이션의 양적 폭증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침투는 사용자에게
큰 인지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OS 들은 지난 몇 년간 방해금지 모드와
같은 notification control 기능을 갖추었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의 가변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식은 노티피케이션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의 이분법적인 선택지만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해결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중요한
노티피케이션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혹은 defer 한 노티피케이션이 쌓여 추후에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MIM(Mobile Instant Messenger)
노티피케이션의 침투적 상황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쉽게 노티피케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액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 일간 6 명에게 MIM 노티피케이션의
부적절성을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노티피케이션에
우선순위를 반영, 2) 높은 집중을 요하는 상황에서
전체 노티피케이션 잠금 기능을 지원, 3) 놓친
노티피케이션들에 대한 요약 이라는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가변적 상황을
반영하는 직관적 노티피케이션 인터액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인터액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Digital Wellbeing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가 증가하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provider 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information provider 들은 사용자의
attention 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일찍이 Weiser
와 Brown 은 이러한 현상을 예견하여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에 있어서 calmness 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 이와 비슷하게 Hallnäs 와
Redström 은 제품이 다른 사용자 주변의 다른 제품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삶과 공존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context 를 고려한
시스템 및 제품 설계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주제어
MIM, Notification, Digital wellbeing, Tangible
interaction

1. 서 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존의 메일, 전화, 문자와는 달리
빠른 시간내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자간에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MIM 은 사용자간의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케하기 위해 노티피케이션을 남발하여 사용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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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3, 4]. 최근 구글에서도 기술과 사용자의
실제 삶의 공존 필요성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용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Google digital wellbeing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5].

실험 참가자는 총 6 명으로 25 – 29 세의 4 명의
남성과 2 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은 4 일간
진행되었다.

4. 연구 결과
4.1 과거에 비해 증가한 노티피케이션

2.2 노티피케이션의 인지적 부담

Martin pielot 은 2014 년에 수행된 모바일
노티피케이션 연구에서 실험참가자들이 하루 평균
63.5 개의 노티피케이션에 대처를 해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6].

Martin pielot 은 모바일 환경에서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에게 답장에 대한
social pressure 를 가하며 노티피케이션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감정 역시 증가함을 밝혀내었다
[6]. 또한, 후속 연구에서 그는 노티피케이션이
생산성과 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내었다 [7].

반면,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참가자들을 MIM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주중에는
하루 평균 98.29 개, 주말에는 36.67 개의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 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약 6.27%
증가된 수치로, MIM 어플리케이션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노티피케이션을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MIM 노티피케이션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연구목적을 수립하였다.

또한, 실험참가자들은 주중에 받은 평균 98.29 개의
노티피케이션 중 약 14.52%의 노티피케이션을
부적절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
평균 36.67 개의 노티피케이션 중 14.1%의
노티피케이션을 부적절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말에 받은 노티피케이션의 수는 주중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실험참가자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노티피케이션 비율은 주말과 주중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RQ 1. MIM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RQ 2. MIM 노티피케이션에 반영되어야 하는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한다.
RQ 3. 도출한 디자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있는
노티피케이션 인터액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표 1. MIM 노티피케이션 실험결과

3.1 연구 수행 방법

Index

본 연구에서는 MIM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MIM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였을 때 해당
상황을 얼마나 부적절한지, 왜 해당 상황을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이유를 기록하게 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 ~ 5 scale 을
기준으로 상황의 부적절성이 3 초과일 때만 상황을
기록하게 하였다. 상황을 기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캡쳐하고 추후
인터뷰를 통해 해당 상황을 왜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remind 하여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Very
Intrusive

Intrusive

Not
Intrusive

Total

Weekday

9.42

4.85

84.02

98.29

Weekend

3.5

1.67

31.5

36.67

Avg

4.2 사용자의 Context 와 Acceptance 의 관계
우리는 본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을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일정한
Context 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그러나 실험 및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부적절하다고 느낀
상황은 회의중, 업무중, 친구와의 대화, 휴식, 게임중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때로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노티피케이션의 부적절성을 다르게 평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Context 라도
사용자의 심리상태, 작업 수행 상태, 집중도,

데이터 수집 이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험 참가자로부터 MIM 노티피케이션
개선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733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노티피케이션의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험참가자 모두 노티피케이션에 priority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티피케이션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도 사용자의 Context 와 무관하게
노티피케이션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경우들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의

5.2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끌 수 있는 기능 (R2)

를

중요한 알림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결과 실험참가자들은 높은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끌 수 있는
기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를 친구가 보낸 것을 미리보기로 보고
모른척했다.” (P01) “집에서 쉴 때 친구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모른척했다.” (P02)와 같이

단,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때는 사용자의 risk 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현재
모든
노티피케이션이 꺼져있다는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기능의 on/off 를
지원해야 한다.

노티피케이션이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노티피케이션 컨트롤의 활용현황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기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방해금지모드와
같은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기능의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6 명의 실험참가자 모두 방해금지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요한 알림을

5.3 놓친 노티피케이션의 summary 를 제공 (R3)
인터뷰 결과 일부 실험참가자의 경우 확인하지 못한
노티피케이션들이 쌓일 경우 이를 파악하는데 인지적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확인하지 못한 노티피케이션의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놓칠까봐 아예 방해금지 모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P03) “실제로 내 친구는 방해금지 모드를 켜뒀다가
연락을 놓쳐서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P01)와
같이
중요한

“노티피케이션이 쌓였다는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는 것인데 요약이 필요할까?” (P01)과 같은
의견 역시 존재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러한
요약은 대부분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요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티피케이션을 놓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MIM 에서
지원하는 키워드 알림 기능과 같은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기능 역시 6 명의 실험참가자 모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노티피케이션 인터액션 제안
본 논문에서는 도출된 디자인 요구사항을 실제 MIM
노티피케이션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보이고자
R1 과 R2 가 반영된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인터액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액션 디자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본 인터액션은 실험참가자들이 실제로
MIM 노티피케이션이 왔을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실험참가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앞면이 보이도록 책상에 올려두고
미리보기를 통해 노티피케이션의 내용을(그림 1A)
노티피케이션이 너무 많이 와서 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책상에 스마트폰을 뒤집어 두는 (그림 1B)
것으로 나타났다.

답장을 미루거나 미리보기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노티피케이션의 확인을 미루는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님의 연락을
나중에 확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P04)
“같이 저녁먹자는 친구의 제안을 나중에 확인해서
놓친 적이 있다.” (P02)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노티피케이션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가치가 변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한 후 빨리 답장을 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P03)와 같이 MIM 이 주는 답장에
대한 Social Pressure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디자인 요구사항 및 인터액션 제안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수행결과 총
세가지 디자인 요구사항들이 도출되었다.
5.1 노티피케이션에 Priority 를 반영 (R1)
현존하는 MIM 의 경우 모든 노티피케이션이
priority 의 차이없이 사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6 명의

- 734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1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관찰 예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홈스크린을 통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식은
홈스크린에
있는
MIM
노티피케이션에 사용자를 노출시켜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본 인터액션의
경우
사용자가
홈스크린을
거치지
않고도
노티피케이션의 control level 을 조절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두번째 이점은 보다 직관적이고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MIM 노티피케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홈스크린  MIM  세부메뉴
와 같이 최소 2 depth 이상의 인터액션 step 을 거쳐야
하는 반면 본 인터액션의 경우 1 depth 이내의
인터액션 step 만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세번째 이점은
시각적
feedback 이다. 기존의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방식의
경우 스마트폰 화면 내부에서 현재 노티피케이션
상태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졌기 때문에 화면이
꺼졌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러한 피드백이 도달하지
못해 때때로 사용자가 방해금지모드를 설정하고
깜빡하여 중요한 노티피케이션을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반면 본 인터액션의 경우 distance,
orientation, tilt 와 같은 스마트폰의 물리적 속성에
노티피케이션의 수준이
맵핑되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시각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결과에 바탕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노티피케이션을 컨트롤하는 tangible 한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3 가지 인터액션을 설계하였다. 본
인터액션에서 노티피케이션의 control level 은 책상
위 스마트폰의 orientation 이나 tilt 정도에 맵핑이
된다.
먼저 관찰결과 (그림 1)를 바탕으로 R2 를 반영한
인터액션 (그림 2)를 설계하였다. 본 인터액션 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티피케이션의 빠르고 직관적인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노티피케이션 상태(Mute)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줌으로서 중요한 노티피케이션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그림 2 R2 가 반영된 인터액션 디자인

다음은 R1 이 반영된 인터액션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의 priority set 을 사전에 정의하면
slider metaphor 를 적용하여 책상 위의 스마트폰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노티피케이션의 priority 를
변경할 수 있는 두가지 인터액션을 설계하였다.

6. 결론 및 한계
본 논문에서는 MIM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실험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들은 하루에 더 많은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의
상황,
노티피케이션 메시지의 내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MIM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방해금지 모드와
같은 기능들은 중요한 노티피케이션을 놓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MIM
노티피케이션에 반영되어야 할 세가지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티피케이션에
priority 를 반영할 수 있게 할 것 (R1). 둘째,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끌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것 (R2).
셋째, 놓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summary 를 제공할
것 (R3). 본 논문에서는 이 중 R1 과 R2 가
반영되어있는 tangible 한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인터액션을 제안하였다.

그림 3 R1 이 반영된 인터액션 디자인

이러한 tangible 한 노티피케이션 컨트롤 인터액션은
기존의 노티피케이션 컨트롤에 비해 세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번째 이점은 홈스크린의 우회이다. 기존의
인터액션 방식의 경우 모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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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사참가자 모집에 있어 편의 추출을
사용한 점, 6 명이라는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6 명의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기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추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tangible 한 노티피케이션
인터액션을 확장하고 구현하여 실제 성능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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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모션 그래픽 (Motion
Graphic)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발전하여 다양한

오늘날에는

웹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션 그래픽이 활용되고 있다.
웹과 모바일 환경은 모션을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데

분야에서 모션그래픽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그치지 않고 클릭, 터치와 같은 상호작용이 동반된다.

연구에서는 모션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사용자

그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션들은
물리적인 움직임을 넘어 사용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경험과의 연관성을 찾아보았다. 조작성 향상, 이해도
향상, 감성 향상이라는 3 가지 향상 포인트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션

아이디어를

제작하였다. 10 가지로 도출된 모션 아이디어를
생산적이고 정적인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입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3 가지 향상
포인트와 사용자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영상을 활용하여 주관적 선호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모션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에

대해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특성을 기반으로 추후 모션을
통해 앱을 제작할 때 조작성과 감성을 향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전달하거나 사용자의 동작을 유도하는 등의 모션
행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보여만 지는
영상으로서 수동적인 성향의 모션그래픽이 아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즉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모션 그래픽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종합해 봤을 때 모션을 물리적
움직임으로만 판단하는 개별 요소로 보는 시각과
모션그래픽을 이루는 전체 구성 요소 간의 통합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산해 낸다고 생각하는 복합
요소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는 양상이다[1].
본 연구에서는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모션그래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했다. 웹과
모바일에서 최근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모션그래픽

주제어

형태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움직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고자 했다. 그리고

모션그래픽, 조작성 향상, 이해도 향상, 감성 향상

이를

1. 서론
모션그래픽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그래픽적
요소에 움직임을 부여한 것이다. 2 차원적 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에 움직임과 방향, 크기 변화를 시간의
변화와 연결하여 3 차원적 공간을 창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 뮤직비디오, 영화

프린팅이라는

생산적이며

정적인

생태계에

대입하여 사용자에게 더욱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사례를 제시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2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하였다.:
1) 웹 & 모바일 기반 모션 트렌드를 살펴보고

타이틀, TV 광고에서 사용되었고 웹사이트에서 플래시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2 명의 Interaction designer 와 5 명의 Visual
designer 가 참여했다. 총 18 개의 모션 트렌드와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1990 년대 후반과 2000 년대 초반에 인터넷 및 PC
보급과 함께 Flash™ (현재 Animate™), After
Effects™와 같은 모션 제작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
발전되면서 모션그래픽은 웹 관련 분야에서 그 발전의
속도를 더하였다. 이후 첨단 산업화, 하드웨어의 성장,

42 개의 관련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모션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개념화하고 이를
프린팅 환경에 대입하여 실제 활용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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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출된 모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10 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상을 만들었다. 이를 4 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와

51

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향상 포인트와 사용자 경험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2.2 키워드 및 3 가지 향상 포인트
키워드 도출 단계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모션 트렌드
요소를 기반으로 각 움직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였다. 트렌드를 종합해 볼 때 웹과
모바일에서 생산되는 모션들은 물리적 움직임을 넘어
유익하고 쓸모있는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의미는 ‘형용사’ 형태로

2. 모션 트렌드, 키워드 및 향상 포인트

정의하거나 움직임 자체가 주는 느낌을 ‘설명적 문장’
형태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형용사 형태는

2.1 모션 트렌드 (Motion trends)
다양한 장르의 융합적인 형태로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인 모션그래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와의 융합을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컨텐츠로서 확장되어 사용되어지고
발전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모션이

‘유기적인’,

‘신선한’,

‘친근한’,

‘부각되는’

등이고

설명적 문장 형태는 ‘이해를 돕는’, ‘사용에 도움을
주는’, ‘기억에 남는’, ‘지루하지 않은’ 등이다. 이렇게
총 42 가지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이들을 다시 친화
도법(Affinity diagram)을 사용해 유사성이나 연관성,
빈도수를 기준으로 그루핑(Grouping)하여 ‘조작성

사용되고 있는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글로벌 디자인 공유 사이트

향상’, ‘이해도 향상’, ‘감성 향상’이라는 3 가지 향상

6

않고 ‘기억에 남는’과 같이 하나의 키워드가 복수의

곳을

조사하였다[3].

이

사이트들은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결과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이트로 이를 통해 다방면의 Global design
trend 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키워드 매핑은 상호 배타적이지
향상 포인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1. 키워드 기반 향상 포인트 도출
향상 포인트

그림 1. 글로벌 디자인 공유 사이트

조사

대상을

웹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키워드

조작성 향상

사용에 도움 주는, 숨은 공간의 활용, 숨은
기능의 확장, 대체 가능한, 집중시키는,
부각되는, 직관적 움직임

이해도 향상

이해를 돕는, 직관적 움직임, 변화하는, 연결성,
대화하는, 이유 있는, 예측 가능한, 즉각적 반응,
기억에 남는, 주목성, 재치 있는

감성 향상

재미있는, 재치 있는, 유기적인, 지루하지 않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귀여운, 리듬감, 신선한,
부드러운 움직임, 살아있는, 기억에 남는

만들어진

모션그래픽으로 정하고 이와 연관되어 보이는 수백
가지 모션그래픽을 확인하고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Affinity diagram 을 활용하여 분류 및 분석을
진행했다. 분류는 ‘Loading, Progress’처럼 모션이

3. 모션 아이디어 도출과 제작

활발하게 적용되는 대상, ‘숨은 기능의 확장’처럼
모션이 보이는 형태적 특징 그리고 3D touch 와 같이

앞서 도출한 3 가지 향상 포인트가 고려된 모션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선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

모션을

등을

향상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모션 아이디어가

종합하여 아래 그림 2 와 같이 18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2017 년 기준, 웹과 모바일 분야에서 가장

필요했다. 모션 아이디어 적용은 복합기 전면에 있는
LCD 패널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프린팅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는 모션 트렌드 요소로 볼 수

어플리케이션을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모션이
적용된 영역이 거의 없고 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포함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프린팅

때문에 모션을 적용하고 비교하여 선호도를 확인하기
적합했다.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프린팅 앱 내에 트렌드 요소에
부합되는 영역 및 요소를 선정하고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3 가지 향상
그림 2. 모션 & 인터렉션 트렌드 요소 분류

포인트를

대입하여

10

개의

모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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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션 아이디어 도출 과정
대상

두 가지 비교 영상을 준비하여 피시험자에게 보여주고
설문하여 어떤 영상을 선호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부팅 화면(Intro)

알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 3 의 예시와 같이 [A]는 특정
모션 없이 원래 서비스 중인 솔루션의 기본 형태
그대로 조작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고 [B]는 [A]와

현재 화면

동일한 조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특정 영역에서 모션
아이디어가 적용된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Negative
향상 포인트

정적인, 지루한
감성 향상 (재미있는, 재치있는, 지루하지 않은,
살아있는, 기억에 남는)

모션
아이디어
둥근 종이가 떼어지면서 로고가 그려지는 모션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대해 복합기 부팅 화면(Intro)을
예를 들어보면, 부팅 화면 구성은 로고가 이미지로만
노출되어 있고 부팅시간이 상당히 길다. 여기에서

그림 3. [A], [B] 비교 예시 (미리보기 아이콘 Case)

Negative 요소로 ‘정적인’, ‘지루한’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키워드는

4.1 정성평가

‘재미있는’, ‘재치 있는’, ‘지루하지 않은’, ‘기억에 남는’

정성평가는

등으로 ‘감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로고를 활용해 재미있고 지루하지

참여하였고 인터뷰 형태로 진행하였다. 평가 시작 전

않은 모션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그
중 향상 포인트에 잘 부합되는 10 개의 적용 Case 를
선정하여 모션 데모 영상을 제작하였다. 아래 표 3 과

20~40

대

남·여

피평가자

명이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평가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 다음 피평가자에게 각 Case 의
제목과 기본 동작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앞서 설명한
[A], [B] 두 가지 비교 영상을 보여준 후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다.

같이 각 모션 아이디어에는 주로 한 개의 향상

질문 1. 두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

포인트가 사용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두 개 이상이

질문 2. 사용자에게 어떤 도움(이익)을 줄 것 같나?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4

질문 3. A, B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이유는?

표 3. 향상 포인트 적용 대상
번호

적용 Case

향상 포인트

1

부팅 화면(Intro)

감성 향상

2

작업 진행 표시(Job progress)

조작성 향상,
감성 향상

3

토너 잔량 표시(Toner gage)

이해도 향상

4

미리보기 아이콘(Preview icon)

이해도 향상,
감성 향상

5

로딩 진행 아이콘(Loading progress)

감성 향상

6

미리보기 페이지 표시(Preview page
indicator)

조작성 향상

7

터치 키패드(Keypad)

조작성 향상

8

프린트 옵션 조절(Option adjustment)

조작성 향상

9

복사 옵션 (Copy option)

이해도 향상

10

진행중인 작업 목록(Active job list)

이해도 향상

그림 4. 정성평가 진행 방법 요약

4.2 정성평가 결과

4. 선호도 평가

정성평가 결과 10 개 중 6 개의 Case 에 대해 모션이

선호도 평가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두 가지 방법을

적용된 [B]를 선호하였는데 이를 3 가지 향상 포인트를

사용하였다. 평가를 위해 위의 각 Case 별로 [A], [B]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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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적용 Case 에 대한 모션 선호 결과 요약
선호 수(총 4 명)

‘이해도 향상’은 토너 잔량 표시(Toner gage)에서
‘토너가 채워지는 모션으로 인해 주목 효과가 있고

1

부팅 화면(Intro)

1명

기능을 인지하기 쉽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교감과

2

작업 진행 표시(Job progress)

4명

3

토너 잔량 표시(Toner gage)

3명

4

미리보기 아이콘(Preview icon)

4명

소통 측면에서 더 좋다’, ‘요구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느낌’ 등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반면 선호는 하지만

5

로딩 진행 아이콘(Loading progress)

0명

6

미리보기 페이지 표시(Preview page
indicator)

4명

한다’라는 개선 의견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진행중인 작업 목록(Active job list)에서는 방금

7

터치 키패드(Keypad)

0명

프린트한 항목이 결과 리스트에 추가될 때 움직임을

8

프린트 옵션 조절(Option
adjustment)

4명

9

복사 옵션(Copy option)

1명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피평가자는 모션 적용으로
명확성, 이해도 상승의 긍정을 보였다. 반면 ‘리스트가

10

진행중인 작업 목록(Active job list)

3명

번호

적용 Case

‘속도가 느려 답답하다’라거나 ‘속도가 더 빨라야

진입하는 속도나 타이밍이 느리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 [A]에서는 출력 후에 출력이 되고 있다는

‘복사 옵션(Copy option)’에서는 옵션 조작 후 저장을
위해 버튼이 깜빡이는 움직임을 주었는데 3 명의

것이 화면 상단 좌측의 고정된 영역에서 ‘Printing

피평가자가

job…’이라는 텍스트로 잠깐 알려줬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프린팅이 실행되고 있다는 아이콘이 텍스트가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있던 반대 영역인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그리고

‘움직임과 Effect 가 들어가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작성 향상’의 경우 작업 진행 표시 Case(그림 5)를

그 아이콘을 눌러야 프린팅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피평가자는 ‘아이콘이 방금 한 작업과 연관 있는지
몰랐다’라는 의견을 내었다. [B]에서는 먼저 Job 이
Progressing 되고 있다는 것을 백그라운드의 컬러
그라데이션(Color Gradation)이 좌에서 우로 흐르는
모션으로 인지시켰다. 그리고 좌측에 있던 ‘Printing
job…”이라는 텍스트를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동
말미에 프린팅이 실행되고 있다는 아이콘이 보이도록
모션을 제작하였다.

동일하게

‘모션이

불필요해

보인다’,

‘감성 향상’은 작업 진행 표시(Job progress)에서
세련된 느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미리보기
아이콘(Preview icon)에서는 ‘아이콘의 움직임이
부드러우면서 요즘의 기기와 잘 어울린다’, ‘지루하지
않은 느낌’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팅 화면(Intro)에
대한 의견으로는 로고에 모션이 들어가서 세련되어
보이나 프린팅 기기가 부팅되는 긴 시간 동안 ‘무한
반복되는 듯한 두려움’이나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진행률, 숫자와
같은 기능적 장치가 표시되면 [B]를 선호할 것 같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이를 통해 ‘감성 향상’과 더불어
‘이해도 향상’ 부분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로딩 진행 아이콘(Loading
progress)에 적용된 모션에 대해서는 ‘색깔이 자주
바뀌어 정신없고 혼란스럽다’, ‘재미는 있으나 과도하게
느껴진다’와 같은 부정 의견이 많았다.
4.3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성인 남·여 51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였다. 각 Case 별 [A], [B] 비교
영상을 설문지에 노출하고 설문지 시작 부분에 각

그림 5. 작업 진행 표시(Job progress) [A], [B] 비교

Case 의 제목과 기본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긍정 피드백으로 ‘아이콘이 움직이면서 시선
처리가 되어 job list icon 으로 연결됨을 명확하게 알

예를 들어 부팅 화면(Intro)의 경우 ‘아래 2 개 영상은
복합기 전원을 켜면 바로 보이는 시작 화면을 서로

수 있어서 좋다’, ‘전체적으로 [B]가 직관적이고 모션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다’와 같이

다르게 표현한 영상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아래 두

아이콘의 이동과 설명적 모션으로 인해 명확한 시선

영상을 비교해 보고 선호하는 영상을 선택 후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해 주세요.’와 같은 형태로 질문했다.

처리가 가능하고 연결성이 있어 다음에 무엇을 눌러야

선호도에 대한 선택지는 [A], [B], [없음] 이렇게

할지 알 수 있어 좋았다는 조작 관련 의견이 많았다.

3 가지를 필수사항으로 두었고 선택 이유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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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설정했다. 필수사항 3 가지 중
[B]가 3 가지 향상 포인트를 모션으로 적용한 항목이고

예를 들어 1 번 부팅 화면(Intro)의 경우 이항검정
테스트 결과 관찰된 결과 값이 .65 로 원래

[A]는 적용하지 않은 항목이다. [없음]은 선호가 없는

기대한 .45 보다 높았다. P = .007 이므로 관측값이

경우 선택하는 항목이다. 사용자가 [B]를 선택하는
경우 선호한다는 것이고 [A]나 [없음]을 선택하면

유의(significant)하다고 본다. 4 번 미리보기
아이콘(Preview icon)은 차이가 더욱 컸다. 관찰된 결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리고 이 3 개

값

선택지는 10 개 Case 를 설문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랜덤(Random)으로 노출되도록 설정하여 선택에 대한

= .0001 이므로 관측값이 유의하다고 본다. 이처럼
선호 결과를 유의하다고 보는 Case 는 1, 2, 4, 6, 8,

바이어스(Bias)를 줄이고자 했다. 예를 들어 모든

10 번으로 모두 6 개이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3, 5, 9 번

Case 에 모션 아이디어가 적용된 영상을 [B] 항목에만
지속 노출하는 경우 피평가자는 평가자의 의도를

Case 는 [B]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항검정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 항목 선택 시 편향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75

가

원래

기대한

.45

보다

높았고,

P

결과는 선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해도 향상’은 모션을 통해 ‘주목성’이 높아져 친절한
느낌을 받거나 움직임을 통해 ‘명령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요청한 동작을 잘 수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동작을 모션이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모션 속도가
느리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속도로 인해 성능이 문제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감성 향상’의 경우 ‘새롭고 세련된 느낌’, ‘완성된 느낌’,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느낌’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의미를 담은 내용이 흥미로워 계속
보게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기능적 설명
장치를 넘어 대화하는 느낌이나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부팅

화면(Intro)에서 ‘로고 모션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느낌’,
‘진행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

그림 6. 정량평가 웹 평가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성평가에서 받은

1. Web Survey 형태로 진행
2. Case 당 선택 항목 3 개 [A], [B], [없음] + 이유 작성(선택)

부정 피드백과 같았다. 모션으로 인해 다양한 긍정
시그널을 받았고 새롭고 세련된 느낌을 선호하지만,

4.4 정량평가 결과

진행의 끝을 모르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직관성 또한

다음의 그림 7 은 선호도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프로 도출한 내용이다. 10 개 중 6 개 항목이
‘선호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작성 향상’은 미리보기 페이지 표시(Preview page

이항검정(Binomial Test)으로 분석하였다.

절약된다’라는 의견과 ‘목적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프린트

40

indicator)

Case

에서

‘조작이

편리하여

시간이

옵션 조절(Option adjustment)에서 ‘조작에 대한

30

수치를 보여줘서 이전 및 현재 조작에 비교치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작업 진행

20

10

표시(Job progress)의 경우 ‘아이콘 움직임을 통해

0
1

2

3

4

A

B

그림 7. 선호도 정량평가 결과

5

6
None

7

8
Skip

9

10

메뉴가 연결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과 ‘모바일 환경에 가까운 느낌, 움직임과 Effect 가
들어가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항검정 결과에서 선호 차이가 없는 Case 의 경우
토너 잔량 표시(Toner gage)에서는 ‘움직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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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움직임에 시선이 가서 정보를
확인하기 쉬웠지만, 모션의 속도가 느려 답답하다’라는

‘에러(Error)’ 혹은 ‘경고(Warning)’의 부정적 느낌으로
보여진 경우가 있었고 ‘모션이 불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로딩 진행 아이콘(Loading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특성이

progress)의 경우 ‘모션으로 인해 덜 기다리는 느낌은
들지만, 과도한 모션을 사용해서 혼란스럽다’라는

부정적인 경고나 에러로 비추어지는지 상세한 특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정 의견에서 특히

의견이 있었다.

모션의 ‘속도(Speed)’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모션이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트렌드에서 발견하지 못한
주요 키워드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트렌드
키워드에서는

‘세련된’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지

못했었는데 각 평가 결과에서 모션을 통해 ‘세련된
느낌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감성
향상 측면에서 ‘세련된’을 주요 키워드로 사용할 수

적용되어 긍정적이지만 속도가 느리게 적용된 경우
답답함을 느낀다거나, 속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기기의 성능에 문제를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적절한 속도와 타이밍의 상관관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향후에는 에러(Error),
시간(Time) 등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해서 3 가지 향상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포인트와 실제 사용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으로
learnability,
efficiency,
memorability,
errors,

5. 결론

satisfaction 과 같은 주요 요소의 연관성도 알아볼

모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향상 포인트에 대해

예정이다.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작성, 이해도, 감성 측면에서
향상 가능성을 보았다. ‘조작성’과 관련된 요소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명확성과 직관적 조작감을 느꼈고,

사사의 글

요소가 연결되는 모션을 통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다음

모션 그래픽 연구를 함께한 류미경, 문선영, 최누리,

동작을 알 수 있어 조작에 도움을 주었다. ‘이해도’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에 설명적

김유리, 박세희, 김채은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션을 추가하여 동작을 설명했고 사용자는 친절함을
느꼈다. 또한 명령에 대한 즉각적 모션 피드백이
사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감성’ 측면에서는 화면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지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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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nce (https://www.behance.net/)

•

UltraLinx (https://theultrali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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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이는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색이 화려하거나 모션이 너무 빠른 경우 사용자에게

4. 신의철(2013),

좋아보이는

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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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재명(2005), 모션그래픽의 환경과 경향분석에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미지 형태와 모션을 적절하게

관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5-14

사용하는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정
키패드가 깜빡이는 모션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

6. 박정선(2011), 로고디자인에 적용된 애니메이션
기법과 응용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77-84

터치를 유도하거나 다음 동작을 알려주려던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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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터 시각화(visualization)는 많은 데이터를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 도식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시각화로 인해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볼 때 발생하는 withinthe-bar bias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thin-the-bar
bias 에 대한 선행연구 검증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막대의 높이, 테두리
간격과 같은 요인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변화하였을 때

이와 대조적으로 정확한 값을 읽는 것은 숫자로 된
표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eyer, Shinar,
Leiser, 1997). 수행해야 되는 과제에 따라서는 여러
시각화 방식 중 더 도움이 되는 형태가 또한
존재하는데, Peeble(2009)에 따르면 통계결과 중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보다 선
그래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적의
시각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시각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는지, 시각화의 부정적 효과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Pinker(1990)는 사람들이 그래프를 지각할 때
상향처리와 하향처리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편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데이터 시각화, within-the-bar bias, 막대 그래프,
상향처리

주장하였다. 또한 Raschke and Steinbart(2008)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래프 자체의 시각적 특색이 인코딩된 후 그래프
디자인이나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기존 지식을
통한 의식적 처리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최근, Padilla

1. 서 론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 중 하나는 양적인 아날로그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래프는 주로 막대, 선 그래프,
파이 차트를 통해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하도록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D 형태와 tree map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화려한 시각화 방편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그 중에서도
막대 그래프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본 후 시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1 데이터 시각화와 의사결정
데이터 시각화가 한 눈에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모든 과제에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공간적 판단이나 데이터 간의 통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래프가 표보다 더 수행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Kirschenbaum & Arruda, 1994; Speier, 2006)

et al.(2018)은 그래프 지각에서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상향처리와
하향처리가
연합된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 모델에 따르면 빠르고 자동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주로
상향처리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와 반대로, 심사숙고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상향처리와 더불어 하향처리가
연합하여 더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빠르게 시각화 자료를 지각하는
상황에서는 상향처리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각화 자료가 가지는 ‘보이는 특성’, 예를 들면 선,
면, 색, 크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Within-the-bar bias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는 그래프를 지각하는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편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Gillan et al, 1998; Raschke & Steinbart,
2008; Newman & Scholl, 2012). 이러한 편향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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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의 값보다 과대 혹은 과소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과제에서 막대가 가진 구성요소의 변화가 편향의
정도에 차이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는 것은 Newman and Scholl(2012)의 연구에서
밝힌 within-the-bar bias 이다. 이 편향은 평균값을
제시한 하나의 수직 그래프를 지각할 때 발생하는
편향으로써 참가자들은 막대 위와 아래(막대 안과
밖)에 특정한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막대안에 특정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여러 그래프를 제시하여 평균을
추정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Godau(2016)는 여러 막대그래프를 제시한 후 빨간
선을 막대그래프를 가로질러 제시한 후 참가자로
하여금 해당선이 그래프들의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막대그래프의
평균에 대해 실제 평균보다 낮게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평균값을 정확하게 빨간선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참가자들은 선을 축 방향으로 더
이동시켜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편향은 실제로
막대가 의미하는 값이 막대의 모서리 즉, 끝 지점임에도
불구하고(다시 말해, 막대 내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라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지각적 요소로 인해 막대 내에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판단
하도록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Newman and Scholl(2012)의 단일 막대그래프가 아닌
Godau(2016)의 여러 막대그래프에서 일어나는
within-the-bar bias 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Pentoney and Berger(2016)는 막대의 선과 음영이
Within-the-bar bias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95% 신뢰구간을 제시한 후 선과 음영 조건을
달리하여 편향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음영이
없는 조건이 더 편향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일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였으며 그래프의 구성요소를
변화하는 것이 편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연구다. 현재까지 여러 막대그래프에서
발생하는 within-the-bar bias 를 그래프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Godau(2016)의 막대 간 간격이 존재하는 자극과 달리,
Xio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간격이 없는

1.3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막대그래프의 구성요소가 평균추정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중
그래프에서 평균 추정 과제를 실시하면 추정 평균을 축
방향으로(막대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실제 평균보다 더
낮게 추정한다는 Godau(2016)의 결과와 달리 Xio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낮고 간격이 없는
막대그래프의 경우 실제평균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상이한 결과가 막대의 간격이나
높이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 막대 구성 요소를
높이(저, 중, 고)와 간격(유, 무)조건으로 달리하여
평균지각 과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막대
그래프의 축을 네 방향 모두 연결하여 전체 그래프가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조건(테두리 유,무)과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Xiong et al.(2019)의
간격없는 그래프 자극이 막대 그 자체보다 전경과
배경이라는 출현 속성이 평균 지각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전경과 배경이 평균
지각에 영향을 주었다면 막대라는 자극 자체가 가진
현저성이 주는 영향보다 전경과 배경 중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평균지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높이가 낮은 자극에서는 배경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을 높이 지각했을
것이다. 그래프에 테두리를 제시하면 전경과 배경이
가지는 면적이 정확히 구분가능하고, 만약 그래프의
높이에 따라 편향이 역전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간격이
없는 다중 막대는 전경 배경 구분과 면적이 평균
추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간격이 있는 Godau(2016)의 실험과
같은 자극을 사용할 때에는 테두리나 그래프의 높이에
따라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강력한 withinthe-bar bias 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방법
2.1 참가자 및 연구설계

막대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평균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한다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은 축으로부터 멀리

수도권 소재 대학의 77 명의 학부 학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크레딧을 제공 받았다. 설계는 간격(유, 무) x

떨어지지 않은 낮은 형태의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전경과 배경, 도형의 넓이 같은 요인이

테두리(유, 무) x 그래프높이(저, 중, 고)이며 간격과
테두리는 피험자 간 설계, 그래프 높이는 피험자 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막대그래프의 평균을 추정하는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의 경우 본 연구의 관심이
간격과 높이, 테두리와 높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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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간격과 테두리에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대해

각각

높이와의

평균지점을 판단한 후에는 화면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시행으로 넘어간다. 그래프 방향에 따라 총
두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블록당 28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56 시행을 실시하게 된다. 실험이

2.2 도구
그래프 자극은 그림 1 과 같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래프 간의 간격, 테두리 유무가 조작되었다. 그래프
방향은 총 두가지로 위로 뻗은 그래프와 아래로 뻗은
그래프가 있으며 Newman and Scholl(2012)의 단일
그래프 실험에서 방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방향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프 제작에는 d3Javascript
library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제작은 SR Research 의
E-prime 3 가 사용되었다. 모니터는 1920 x 1080 의
해상도를 가진 17 인치 모니터가 사용되었다.

끝나면 사후설명을 듣게 되며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 분 정도 소요되었다.

3. 결과
편향에 대한 측정치는 실제평균값에서 참가자가
응답한 추정평균값을 뺀 픽셀값을 사용하였다. 해당
값이 양수가 나오면 해당 픽셀만큼 축 방향(막대 내부
방향)으로 편향을 일으킨 것이고 음수가 나오면 축의
반대 방향(막대 외부 방향)으로 편향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테두리 유무에 따른 간격이 있는
그래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아래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간격과 그래프 높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간격: 유 vs 무) x 3(높이: 저 vs. 중 vs. 고)에 대한
2x3 mixed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격의 주효과[F(1, 75) = 9.00, p = .004], 높이의
주효과[F(2, 150) = 98.22, p = .000], 상호작용[F(2,
150) = 55.24, p = .000]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제시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간격이 있고
높이가 낮을 때만 양수의 값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음수의 값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 편향값이 나타나야
with-the-bar bias 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높이가 증가하면 평균에 대한
판단이 막대 내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음수
방향으로 커지는 것은 within-the-bar bias 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간격이 있는 그래프에서

그림 1. 그래프 자극. (A)는 간격 유, 테두리 무
(B)는 간격 유, 테두리 유, (C) 왼쪽은 간격 무, 테두리 무
(C)오른쪽 중간은 간격 무, 테두리 유 (C)왼쪽은 아래 그래프

막대 내 방향으로의 편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유의한 이유는 간격이 있는
그래프에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폭으로 withinthe-bar bias 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절차
실험 참가자는 먼저 실험에 동의한 후 컴퓨터 좌석에

표 1. 간격와 높이에 따른 기술통계치

앉아 자리를 조정한다. 진행자의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습시행을 통해 평균 판단 과제의 방법을
익힌다. 과제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화면에 십자
모양의 응시점이 500ms 제시된 후 그래프가 등장한다.
참가자는 2 초 이내에 직관적으로 해당 그래프의
평균지점이 어디인지 판단하여 마우스로 클릭한다.
클릭한 지점에는 빨간색 선이 등장하여 자신의 판단에
대해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2 초 이내에 드래그나
새로운 지점을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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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높이
저

중

고

4.92

-11.76

-40.58

(7.04)

(15.11

(29.11)

-2.56

-8.34

-9.60

(6.20)

(6.89)

(7.07)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종합하면, 간격이 없는 막대 그래프에서 평균 지각을
실시하면 실제 평균보다 높게 판단한다는 Xiong et

그래프보다 좌, 우 길이가 짧았다. 본 연구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al.(2019)의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높이에
상관없이 간격이 없는 그래프도 막대 내 방향으로

실험에서 사용한 간격이 있는 그래프의 경우 간격이
없는 그래프보다 좌, 우 폭이 조금씩 넓었다. 높이가

편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낮은 경우를 살펴보면 간격이 있을 때 막대 바깥쪽으로
약간의 편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좌,우 그래프 폭이 평균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두번째로, 테두리와 그래프 높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테두리: 유 vs. 무) x 3(높이: 저 vs.
중 vs. 고)에 대한 2x3 mixed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테두리의 주효과[F(1, 75) =
28.72, p = .000], 높이의 주효과[F(2, 150) = 122.21,
p = .000], 상호작용[F(2, 150) = 21.68, p = .000]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두리가 있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막대 안쪽으로 편향이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높이의 경우는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증가할수록 막대 안쪽으로의 편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의 경우는 테두리가 없는 경우보다
테두리가 있을 때 더 큰폭으로 막내 안쪽으로 편향이
표 2. 테두리와 높이에 따른 기술통계치

무

유

달리 높이가 낮고 테두리가 없을 때 막대 바깥으로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막대
그래프의 평균 지각을 할 때 막대와 그 배경영역에
대한 비교가 참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테두리의
존재 자체가 막대 안쪽으로 편향을 일으키게 한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제시할 때, 작은 요인
하나가 사람들의 평균 추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도, 데이터를

증가함으로 인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두리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두리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상한 바와

보는 사람도 이러한 편향의 존재를 인식하고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높이
저

중

고

3.30

-6.15

-16.42

(7.57)

(7.16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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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이 많고 건강한 체형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지

요약문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못하고 같은 BMI 지수로 표시하게 된다. 즉, 키와

수치인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여부를 판정하는
비만지수' 이지만 계산이 간편하다는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비만 여부를
가늠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BMI 는 비만을 결정짓는 체지방과 그 외 제지방을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례로 박정숙 등은 육군 간부 1,026 명의 BMI 를
활용하여 군인의 비만 여부를 분석했는데 이 연구에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BMI 비만기준인
비만기준

25

는

동서양

체형

차이를

'겉보기
이유로

따르면

조사

과체중으로

고려한

대상의
나타나[2]

34.9%가

비만,

사회적으로

큰

25.9%가
파장을

선택이었으나 최근 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불러왔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비만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일 뿐인 BMI 지수만을 활용해

논문에서는 국민체력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 여부를 판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고, 이를

비만과 체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현 BMI 기준이
가진 문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체지방률과

받아들이는 사회적 풍토와 현 국내 기준의 개선이

허리둘레는 체력평가와 상관관계를 보이나 BMI 의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만도 여부가 건강체력에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3].

경우 과체중집단의 체력평가가 정상집단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과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한 영향이 있다[4]는 사실을 바탕으로 2017 년
국민체력실태조사 데이터에서 비만도를 나타내는

있으나 쉽고 빠르게 구하기 어려운 체지방률을
대체하는

지수로

BMI

보다는

허리둘레가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와 체력평가항목인 윗몸

더

직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10m 빨리 달리기,
20m 오래 달리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어떤

주제어

지표가 비만도를 표현하기에 더욱 적절한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 BMI 기준의 문제점을 탐색적으로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 비만, 체력평가

확인한다.

1. 서 론

2. 사회조사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BMI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비만 여부를 가늠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2.1 분석 대상 데이터
분석 대상 데이터는 통계청이 마이크로 데이터
사이트에 공개한 2017 년 국민체력실태조사

대한비만학회는 세계기준 대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만 기준을 채택해 사용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BMI 가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 은 정상, 23-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데이터는 총 429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참여 인원은 2146 명으로 동일하고

25 는 과체중, 25 를 초과하면 비만 그리고 30
이상이면 특별히 고도비만이라고 한다[1].

연령대는 19 세부터 64 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수는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는 체력검사 항목 5 가지, 체질 항목 3 가지
그리고 기본정보 항목 5 가지 등 총 13 개의 항목으로

BMI 는 비만과 가장 직결되는

체지방과 근육, 수분 등의 제지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서 체지방의 체내 분포도 또한 반영하지 못한다.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팔다리가 가늘고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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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사 항목: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20m왕복
오래달리기,
10m왕복

전 연령 평균이 과체중이고 특히 30 대 초반부터
50 대 후반까지 평균 BMI 수치가 25 를 넘나들고

빨리달리기

있는데, 25 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정한 비만기준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30 대초반부터 50 후반의
남성들이 비만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평균 체지방률과

• 체질 항목: BMI, 허리둘레, 체지방량
• 기본정보 항목: 성별, 연령, 체중, 신장, 연령집단
각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체력검사

평균 허리둘레를 살펴보면, 평균 체지방률은 해당

항목에서

연령대
모두
평균
23
정도를
상회하며
대한비만학회가 정한 체지방률 비만기준인 25 와

'좌전굴'은 다리 앞으로 뻗고 앉아서 상체를 숙여
유연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좋다. '10m

그림 2 체질 항목과 체력평가 항목간 관계

왕복 빨리 달리기'는 10m 를 최대한 빨리 뛴 시간을
잰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좋다. '20m 왕복 오래
달리기'는 20m 간격의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달린
것으로 값이 클수록 좋다. 그리고 기본정보 항목에서
연령집단은 19 세부터 64 세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체력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9 세에서 64 세까지의 수치를 5 세 간격의 9 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각 체력평가항목을 성별과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고 상위 33%는 '상', 67%는 '중',
하위 33%는 '하'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즉, 똑같이
윗몸 일으키기를 40 회 실시했더라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체력등급이

평가되도록 하였다.
2.2 체질 항목과 체력평가 항목의 관계
그림 1 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평균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변화를 보인다. 먼저 연령에 따라 평균
BMI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연령에 걸쳐서
여성보다 평균 BMI 가 높으며, 30 대초에는 평균이
약 3 차이난다. 그리고 성별 특성상 여성이 남성보다
전연령에 걸쳐서 평균 체지방률이 월등히 높고, 평균
허리둘레는 나이가 듦에 따라 차이가 줄기는 하지만
전연령에 걸쳐서 남성이 여성보다 허리둘레가 더
두껍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평균 BMI 이다.
그림 1 연령에 따른 평균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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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관계수-남성

그림 2 상관계수-여성

다소 거리가 있다. 그리고 평균 허리둘레는 대한
비만학회가 정한 남성의 복부비만 기준이 90 인데,

그림 3 과 그림 4 는 체질 항목과 체력평가 항목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인다.
그림을
살펴보면

해당 연령대중 30 대 때 평균 86 이 최대이고 그후

체지방률이 성별 구분없이 체질 항목들 중에서 모든

60 세까지 꾸준히 평균 허리둘레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 세가 넘어서 급격히 평균 허리둘레가

체력평가 항목들과 가장 큰 상관 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성별 구분없이 허리둘레가 BMI 보다

증가하지만 여전히 복부비만 기준과는 다소 차이를

체력평가 항목들과 더 큰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보인다.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는 체질 항목과 체력평가 항목 간의 관계를

표 1 은 체력평가등급과 체질 항목 간의 연관규칙

보인다.

남자는

가운데 향상도(lift)가 1 이상인 규칙의 수를 정리한

초록색으로 표현됐으며, x 축은 왼쪽부터 BMI,
체지방률, 허리 둘레이고, y 축은 위에서부터 윗몸

것으로 체력등급이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각 지표가 얼마나 비만여부를 잘 표현할 수

일으키기, 좌전굴, 제자리 멀리뛰기, 20m 왕복 오래

있는지를 보인다.

그림에서

여자는

붉은

색으로

달리기, 10m 왕복 빨리 달리기 순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체지방률이 다른 체질 항목들보다

연관분석 결과 남녀 모두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는
정상에서 비만으로 갈수록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들

상대적으로 더 큰 상관관계 보인다. 한편 BMI 와

중 체력평가 '상'의 비율은 줄고 '하'의 비율이

허리둘레는 서로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데
BMI 와 허리둘레의 경우 그림을 통해서는

증가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BMI 는 남성의
경우 정상보다 과체중이 더 좋은 체력평가 등급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

받은 것을 보이는 등 비만 여부를 부적절하게

2.3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표현하나 허리둘레는 상대적으로 BMI 에 비해

표 1. 연관분석 결과(검색 조건: 지지도 0.1, 신뢰도 0.3, 최대길이 2)
남성의 체질별 체력평가 등급
체력등급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

정상

과체중

비만

낮음

정상

경도비만

비만

정상

복부비만

고도복부비만

상

5

5

0

5

5

1

0

5

0

0

중

2

4

3

0

3

5

1

4

2

0

하

2

0

5

0

0

0

5

0

5

5

여성의 체질별 체력평가 등급
체력등급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

정상

과체중

비만

낮음

정상

경도비만

비만

정상

복부비만

고도복부비만

상

5

4

0

0

5

0

0

5

0

0

중

3

4

3

0

0

4

3

3

5

0

하

0

0

5

0

0

1

5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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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율과 가까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체지방율을

Members of the Korean Army Personne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8, 2 (2016),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BMI 보다는 허리

136-147.

둘레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3. Kim, C. J., What’s BMI? Treat a Man Fat,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

3. 결론

1606140418032034

비만 여부를 판단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BMI 는 현재
사용하는

기준이

비만을

나타내는

다른

4. Lee, Yang Gu, Oh, Su Hak, A Study on The

체질

Relationship

항목들과 균형이 맞지 않고 다소 엄격하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of

Obesity

to

Health0related

Physical Fitness of Secondary School Boys and
Girls.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논문에서는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국민체력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과 체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BMI 가 적절히 비만 여부를

Science 14, 1(2012), 29-43

표현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BMI 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체질항목과 체력평가결과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성별
구분없이 체지방률, 허리둘레, BMI 순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관분석을 통해서는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는 정상에서 비만으로 갈수록
체력평가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며 정상, 비만,
고도비만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했음을 보았지만,
BMI 는 정상과 과체중의 차이가 모호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 대한 비만학회의 BMI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세 가지 체질 항목들 중
체지방률이 비만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만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 하지만
체지방률은 일상에서 쉽고 빠르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지방률을 보편적인 비만도로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비만도를 구할 수 있으면서 비만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를 고른다면 BMI 보다 허리둘레를 더 적절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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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전정 감각(vestibular sense)에 대한 기초

요약문

연구를 하고자 한다.

4D 는 시청각 영상에 모션(motion), 진동, 바람 등

3 차원 공간에서의 모션 효과는 가로축(lateral axis),

물리적인 효과를 가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4D 효과 중 하나인 모션 효과에

세로축(longitudinal axis), 수직축(vertical axis)에
대한 회전 모션과 선형 모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수직축에 대한 회전인 요(yaw) 방향 모션을

필요한 전정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요(yaw) 방향
회전 모션에 대한 절대 역치(absolute threshold)와
심리 측정 함수(psychometric function)를 구하였다.

대상으로 한다(그림 1). 회전 모션의 경우 전정 신호는
각가속도 단위로 입력되나, 반고리관의 특성으로 인해
적분되어 각속도 단위로 지각된다는 특징이 있다[7].

모션 자극 생성에는 주파수가 0.5 Hz 인 사인파
각가속도 개형을 이용하였으며, 인지 세기를 달리하기
위해 최대 각속도(peak velocity)를 조절하였다. 실험

이로 인해 모션 자극들의 인지 세기(perceived
intensity)는 각속도 단위로 조절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적절한 모션 자극의 생성을 위해 각속도

방법은 항상 자극법(method of constant stimuli)을
이용하였으며, 각 시도마다 피험자는 제시되는 모션
자극을 받고 지각한 회전 방향으로 응답하였다. 심리

영역에서 불연속적인 부분이 없는 사인파 각가속도
개형[1]을 사용한다. 한 주기의 사인파를 적분 시
코사인 종형(cosine bell)을 보이며, 해당 개형의

측정 함수는 프로빗 회귀 분석(probit analysis)을
이용하여 누적 정규 분포로 피팅하였다. 추정된 함수를
통해 구한 결과, 평균에 대한 절대 역치는 1.01°/𝑠𝑠,

최대값인 최대 각속도(peak velocity)를 조절하여 인지
세기를 변화할 수 있다.

표준 편차는 0.69°/𝑠𝑠으로 측정되었다. 본 심리 측정
함수로부터 요 방향 자극에 대한 모든 지각 확률의

사람의 지각 능력은 자극에 대한 역치로부터 알아볼 수

자극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있다. 자극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사람이 지각할

주제어

확률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절대 역치(absolute
threshold)는 일반적으로 0.5 이상의 확률로 인지될 수

정신 물리학(psychophysics), 전정 지각(vestibular

있는 자극 세기로 정의된다. 역치의 여러 측정 방법 중

perception), 요(yaw), 절대 역치(absolute threshold),

하나인 항상 자극법(method of constant stimuli)은
모든 실험 조건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하는

심리 측정 함수(psychometric function), 모션(motion)

실험으로, 심리 측정 함수(psychometric function)를

1. 서론
4D 는 시청각 영상에 모션(motion), 진동, 바람 등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3]. 심리 측정
함수로부터 자극 세기에 따른 모든 지각 확률을 알 수

물리적인 효과를 가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시청각

있으며, 사전에 정의된 특정 지각 확률의 자극 세기만

이외의 다감각 효과 제공은 영상 속 사건들을 실감나게
함으로써 관객의 몰입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4D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함수
개형을 이용하여 자극 세기에 따른 민감도를 예상할 수

효과들 중 모션이 주로 사용된다[6]. 모션 효과는 해당

있다.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나 영상 속 인물의 위치

본 논문은 항상 자극법을 이용하여 모션 자극에 대한
절대 역치와 심리 측정 함수를 구한다. 모션 자극은

변화로부터 자동 생성이 가능하다. 또는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효과 디자이너에 의해 생성 가능하나, 이들

수직축에 대한 회전 모션인 요 방향 모션을 대상으로

모두 목표 대상인 인간의 지각 능력(perceptual

하며, 사인파 각가속도 개형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abi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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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전정계가 위치한 내이의 위치를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이외에 안대와 귀마개 착용으로 타
감각기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였다.
2.2 모션 자극
모션 자극은 진폭이 다른 사인파 각가속도 한 주기로
생성하였다[1]. 각 모션 자극은 주파수가 𝑓𝑓 일 때

각속도 영역에서의 최대값은 𝐴𝐴/𝜋𝜋𝜋𝜋, 변위 영역에서의
전체 누적 값은 𝐴𝐴/(2𝜋𝜋𝑓𝑓 2 )으로 계산된다. 𝑓𝑓가 0.5 인

경우 한 주기의 최대 각속도와 누적 변위 값이 2𝐴𝐴/𝜋𝜋로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𝑓𝑓 가 0.5
이상일 경우 역치 값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4]와 실험의 전체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주파수

값을 0.5 로 고정하였다. 식 1-2 는 각가속도 신호
𝑎𝑎(𝑡𝑡)와 각속도 신호 𝑣𝑣(𝑡𝑡)를 나타낸다.

1
𝑓𝑓

𝑎𝑎(𝑡𝑡) =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2𝜋𝜋𝜋𝜋𝜋𝜋)]0

(1)
1

𝑓𝑓
𝐴𝐴
(1 − cos(2𝜋𝜋𝜋𝜋𝜋𝜋))�
𝑣𝑣(𝑡𝑡) = ± �
2𝜋𝜋𝜋𝜋
0

그림 1 이노시뮬레이션 6 자유도 모션 플랫폼(IMP6-M150)

(2)

거의 지각하지 못하는 자극부터 충분히 지각 가능한

이때 피험자가 두 개의 회전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2AFC 로 실험한다. 기존 연구들 중

자극을 생성하기 위해, 요 방향의 측정치[4]를
참고하여 0.1°/𝑠𝑠과 2°/𝑠𝑠 이내인 자극들이 선택되었다.

요 방향 모션에 대한 심리 측정 곡선은 이미 측정된 적

피험자에게 제시된 모션 자극들은 총 7 개로 최대

있으나 곡선 피팅에 네 점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8].
또한 사인파 개형이 아닌 일정하게 지속되는 개형을

각속도 값은 0.10, 0.42, 0.73, 1.05, 1.37, 1.68,
2.00°/𝑠𝑠이다. 모든 자극들은 2 초 동안 제시된다. 그림

이용하였다. 이러한 개형은 사인파와 달리 각속도

2 는 2°/𝑠𝑠 의 최대 각속도를 갖는 모션 자극 예시이다.

영역에서 마루 굴절(cupula deflection)과 다른 개형을
보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며, 3 장은 실험 결과를 설명하며
토의한다. 4 장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실험 방법
이 장에서는 역치 측정의 실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험 방법은 네 절로 나누어 피험자 및 실험 장비, 모션
자극, 실험 절차, 결과 분석 방법 순으로 기술한다.
2.1 피험자 및 실험 장비
실험에는 남성 피험자 다섯 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
모집은 40 세 미만[2]인 20-30 대로 제한되었으며,

그림 2 주파수 0.5 Hz, 최대 각속도 2°/s 인 모션 자극의
각가속도(상), 각속도(중), 변위(하) 그래프. 점선: 모션
플랫폼에 전달된 명령, 실선: 실제 모션 플랫폼의 움직임

전정 장애 관련 병력이 없는지 확인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로부터 본 연구의
사전동의를 시행하였다. 모션은 이노시뮬레이션 6

2.3 실험 절차

자유도 모션 플랫폼(IMP6-M150)으로 재생하였다

실험은 항상 자극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그림 1). 피험자는 모션 플랫폼 위의 의자에 앉아
모션을 받는다. 이때 머리 고정 밴드와 목 고정대를

피험자 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로 모든 실험
조건에 대해서 응답한다. 실험 요인은 모션 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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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방향(좌 또는 우 방향)과 각속도의 최대값으로
설정하였다. 항상 자극법에 따라 각 실험 조건에 대한

예상된다. 이후 추가적인 피험자 모집으로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각 확률을 얻기 위해 동일한 실험 조건을 20 번씩 총

이와 관련하여 사인파 개형으로 요 방향 역치를 측정한

280 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자극들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전체 실험은 일곱 개의 블록으로

연구는 [4, 9]가 있다. 두 연구 모두
방법(adaptive method)인 1U3D 으로

구성하였다. 각 블록은 피험자에게 40 개의 모션

적응형
역치를

측정하여 79.4 백분위수로 정의된 값만을 보고하였다.

자극들을 제시하며 약 10 분 동안 소요된다. 네 개의

[4]은 0.5 Hz 일 때 0.73°/𝑠𝑠, [9]의 경우 1 Hz 일 때
1.06 °/𝑠𝑠 으로 보고하였다. 이때 [9]의 주파수가 0.5

블록이 끝난 이후 5 분 이상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다.
매 시도마다 피험자는 2 초 동안 재생되는 단방향 회전

Hz 보다 크나, 0.5 Hz 이상부터는 역치 변화가

자극을 받는다. 모션 자극의 제시가 끝난 이후 지각한
회전 방향의 버튼을 눌러 피험자의 지각 반응을

유의미하지 않으므로[4]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하다.
본 심리 측정 함수의 79.4 백분위수 지점은 1.16°/

보고한다. 이때 모션 자극의 시작과 끝은 서로 다른

𝑠𝑠으로 두 역치 값들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경고음으로 피험자에게 전달된다. 피험자는 두
경고음의 의미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도록 안내받으며
모션의 끝을 알리는 경고음 이후에 응답하도록
지시받는다. 응답은 좌 또는 우로만 가능하며, 방향을
지각하지 못한 경우에도 두 응답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2AFC).
모든 모션 자극은 모션 플랫폼의 정위치에서 수행된다.
모션 플랫폼은 피험자 응답을 받은 이후 정위치로
복귀된다. 이 경우 피험자에게 정답이 누출될 수
있으나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의 전정 자극 학습은

그림 3 평균 심리 측정 곡선

역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2.4 결과 분석 방법
피험자들의 자극 반응이 실제 회전 자극의 방향과
동일한 경우에 대해 평균 심리 측정 함수를 구하였다.
심리 측정 함수는 0.5 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누적 정규
분포로

피팅하였으며,

프로빗

회귀

분석(prob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적합한 모수 추정을 위해
우도가 최대가 되는 모수를 찾도록 반복 수행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4 개인별 심리 측정 곡선

그림 3 은 피험자 5 명에 대한 평균 심리 측정 함수

그림 5 는 회전 자극의 좌/우 방향에 대한 평균 심리
측정 함수를 나타낸다. 좌 방향의 역치는 1.16°/𝑠𝑠, 표준

결과이다. 2AFC 실험의 경우 임의로 회전 방향을 맞출
확률이 0.5 이므로, 절대 역치는 75 백분위수를

편차는 0.71°/𝑠𝑠 이다. 우 방향의 역치는 0.87°/𝑠𝑠, 표준

사용한다. 평균에 대한 절대 역치는 1.01 °/𝑠𝑠 , 표준

편차는 0.64°/𝑠𝑠 이다. [9]에 따르면 회전 방향에 따른
역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실험

편차는 0.69 °/𝑠𝑠 으로 측정되었다. 최대 각속도가
0.42 °/𝑠𝑠 과 같이 느린 경우 입력된 전정 신호가

결과에서는 우 방향에 대해 역치가 낮게 측정되었다.

반고리관의 마루 굴절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아 인지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각 확률이
1 에 가까운 경우인 2.00 °/𝑠𝑠 는 충분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림 4 는 피험자들의 개인별 심리 측정

함수를 보인다. 피험자 1 의 경우를 제외하면 역치 값과
자극 세기 변화에 따른 민감도 사이에 양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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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e, J., Han, B., and Choi, S. (2015). Motion
effects synthesis for 4D films.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2(10),
2300-2314.
7. Mulder, Willem. Quantitatieve betrekking
tusschen prikkel en effect bij het statisch orgaan.
den Boer, 1908.
8. Rodenburg, M., A. J. J. Maas, and H. P. W.
Stassen. "Thresholds for the perception of
rotation: Variability, psychometric curves, and

그림 5 회전 자극의 좌/우 방향에 대한 평균 심리 측정 함수

comparison with hearing thresholds." Biological

4. 결론

cybernetics 42.1 (1981): 23-28.

본 논문은 항상 자극법을 이용하여 요 방향 회전 역치

9. Roditi, Rachel E., and Benjamin T. Crane.
"Directional asymmetries and age effects in

실험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지각 확률에 해당하는 자극
세기를 알 수 있는 심리 측정 함수를 구하였다. 실험

human self-motion perception." Journal of the

결과 피험자들의 평균 역치는 1.01°/𝑠𝑠, 표준 편차는

Association for Research in Otolaryngology 13.3

0.69 °/𝑠𝑠 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전정 지각에 대한
연구 결과는 향후 4D 의 모션 효과 생성에 기초 연구

(2012): 381-401.

결과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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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닝에 대한 개인
2000 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이러닝 사용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이러닝 비

대학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이나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러닝은 '개방성', '융통성',
'분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의 약 71%가 향후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러닝 산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8 년 이러닝 산업

한편 이러닝 이용자의 응답에는 학습시간과 비용에

느끼고 있는 이러닝 산업의 전망과 이러닝 이용자의
만족도 및 비 이용자의 이유 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 성취도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차 분석 결과 이러닝 경험 및

실태조사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이러닝 활성화 방향과 이러닝

만족도는 성별을 제외한 다수의 개인 특성과 유의미한

학습자들의 의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관분석 결과 어느 한
측면에서 만족하는 경우 다른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한다.

응답한 규칙을 찾을 수 있었으며 직업에 따라 만족도를

2.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 데이터
2.1 데이터 개요

느끼는 부분이 다름과 희망 이러닝 분야가 직무인 경우
학습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닝에 대한 의식 조사를 수행할

주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 결과이다.

이러닝, e-Leaning, 탐색적 연구, 사회조사 데이터

이 조사의 목적은 이러닝 산업 시장규모와 현황을

1. 서 론
사회 각 분야와 교육에 디지털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기기로 이루어지는 이러닝(eLearning)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IT(Information
Technology) 기기의 활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1].
이러닝이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풍부한 학습 콘텐츠에
자유로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며[2,3], 학습자가

파악하여 정책 입안 및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었으며, 2018 년에 전국
이러닝 공급자와 개인, 사업체, 정규 교육기관 및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개인 2000 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활용한다. 추출한 데이터는 기본
문항과 이러닝 경험자 대상 문항 그리고 이러닝 비
이용자 대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자신의 학습 양식이나 생활패턴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

데이터 요약 통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에서 추출된 데이터의 특징을

성장하는 분야이다[4,5]. 이러한 특징에 기반하여
이러닝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1033 명
여자가 967 명이며 연령대 분포는 3-9 세 134 명,

최근 광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이 유아기 아이들은

296 명, 355 명, 398 명, 438 명, 50 대 이상이

텔레비전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다양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379 명으로 총 2000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학력은 4 년제 졸업자가 약 43%, 고등학생(고졸)이 약

디지털 교제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17%, 그 다음이 대학(4 년제 미만),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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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초졸), 미취학(무학)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28% 였고 다음은 학생, 기타, 전문가 및

응답했다. 한편 비 이용자의 희망분야는 경험자의
희망분야와 유사하게 외국어와 자격 관련 분야의

주부,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순이었다.

희망자가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이러닝을 경험한 사람은 1200 명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800 명으로 절반 이상이
이러닝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닝

서비스

경험자들은 교육방송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가장 적었다.
이용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순이며,

2.3 분석 결과
이러닝 학습자의 연령대, 성별, 학력, 직업과 세 가지
만족도 간의 관련 여부 및 이러닝 경험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과 같다.

이러닝 경험 분야는 외국어, 자격(직능, 고시, 정보화
등), 직무(금융, 재무, 마케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습자 유형과 만족도, 경험 여부 (p-value)

이러닝 희망 분야도 대체로 경험 분야 순위를 따른다.
학습시간의 만족도는 '높다' 혹은 '매우 높다'로 응답한
사람이 약 53%였고, 오프라인 학습 대비 비용 만족도는
약 68%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학습 대비 학업 성취도는 38%의 응답자만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러닝 학습의 증감에 대한 문항에 사용자들의 약
7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러닝 사업이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예상은 사용자들의 2017, 2018 년 주당 이러닝 사용
시간과 2019 년 예상 사용 시간에도 잘 드러나는데
그림 1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응답자들의 사용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닝

연령대

성별

학력

직업

학습 시간
만족도

0.004304

0.7031

0.0002119

6.6e-05

비용 절약
만족도

0.005683

0.2055

0.5963

0.001383

학업 성취
만족도

9.6e-07

0.9001

0.001647

0.09045

이러닝
경험 여부

2.2e-16

0.5712

7.1e-13

2.2e-16

'학습 시간 만족도', '오프라인 학습 대비 학업 성취
만족도' 및 '이러닝 경험 여부'는 학습자 유형 가운데
오직 '성별'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대, 학력 및 직업별로 어떤 세부적인 요구가 있는지

경험자들이 선택한 문제점은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들에 대한
고려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프라인 학습

질문 등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이러닝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대비 비용 절약 만족도'는 '학력' 변인과 무관하며,
'학업성취만족도'는 직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해야 할 것이다.

표 2 는 이러닝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패턴을 찾은 연관분석 결과를 보인다. 분석 조건은

이러닝 비 이용자 설문 문항에서 이들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800 명 가운데 약 25%의
응답자가

서비스

접근

방법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했고, 약 71%는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지지도 0.03, 신뢰도 0.4 로 설정하였으며, 단순 규칙
조회를 위해 규칙의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는 모두 2 로
설정하였다. 표에 제시된 결과는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찾아진 규칙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만족도에 '높은 편'
혹은 '매우 높다'는 응답에 영향을 준 규칙을 선별하고
이 중 향상도가 큰 9 개 규칙만 제시하였다.
발견된 규칙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만족도가 높으면
다른 만족도도 높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습시간 적정성' 만족도를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오프라인 대비 비용 절약' 만족도에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4%이고, 이의
신뢰도는 59%였다. 한편 주부는 비용 절약 만족도에,
서비스 이용 불만을 응답한 사람들과 전문가 집단은
학습 성취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닝
희망 분야가 직무 관련인 응답자의 학습 시간 적정성이

그림 1 주당 이러닝 사용 시간 및 예상 사용 시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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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러닝 경험자 응답 연관분석 결과
lhs

rhs

support

{학습시간적정성=매우높다}

{오프라인학습비용대비비용절약=매우높다}

{오프라인학습비용대비비용절약=매우높다}

{오프라인학습대비학업성취도=높은편}

{오프라인학습대비학업성취도=높은편}

lift

confidence

count

0.035

0.591549

3.30167

42

0.0825

0.460465

1.402432

99

{학습시간적정성=높은편}

0.214167

0.652284

1.380496

257

{학습시간적정성=높은편}

{오프라인학습대비학업성취도=높은편}

0.214167

0.453263

1.380496

257

{직업=주부}

{오프라인학습비용대비비용절약=높은편}

0.040833

0.680556

1.372549

49

{오프라인학습비용대비비용절약=매우높다}

{학습시간적정성=높은편}

0.11

0.613953

1.299372

132

{문제점 1 순위=질문 등의 불편 (게시판
이용 불편, 질문에 대한 늦은 답변)}

{오프라인학습대비학업성취도=높은편}

0.100833

0.420139

1.279611

121

{희망분야 1 순위=직무(금융, 재무, 마케팅,
리더십, 법규 등)}

{학습시간적정성=높은편}

0.084167

0.583815

1.235587

101

{직업=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오프라인학습대비학업성취도=높은편}

0.038333

0.4

1.218274

46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닝에 대한 개인
2000 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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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ung, C. H., Kim, H. G., Ha, I. 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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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학습의향 등을 종합하면 이러닝 산업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 1 (2011).

분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자들이 언급하는 문제점과 비

65-72.

이용자들이 응답한 사유를 다시 고찰하여 이러닝

4. Jeong, H. H.,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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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소통 수준과 국민과 국가 기관

요약문

간의 소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및 집행 방식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소통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7 년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 집단 간 의사소통'과 '정부와 국민 간 소통'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작은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통
대상 간 소통 수준 인식과 개인 특성과의 관계 및
응답 규칙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정부에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사회집단 간
의사소통', '정부와 국민간 소통', '학력', '가구소득'과

대한 관심 수준과 참여 의지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몇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국회와 국민'의 소통 수준이 가장 낮으며 소득 수준은
소통 수준에 대한 인식과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습을 파악하고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정치

민원, 문서제출 혹은 서명 운동 등에 참여 경험이

참여 방법 및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살펴본다.

없고 향후에도 참여 의지가 없는 응답자는 참여 가능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향을 보였고, 또한 참여

2. 사회통합 실태조사 데이터

경험이 없더라도 향후 참여 의지가 있는 응답자는

2.1 데이터 개요

마찬가지로 분야에 관계없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 형태의 소통 창구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통계청 MDIS 에서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공하는 2017 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

주제어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민주주의, 시민 참여, 데이터분석

사회갈등을

1. 서 론

마련함으로써 사회 통합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결과로 2017 년 현재 국내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거주하는 만 19 세 이상 69 세 이하 성인 남녀를

참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그에 따른 사회적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의무를 진다. 또한 국가가 부패 없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시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 참여가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발판을

'관용성' 및 '사회보장'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필요하다[1]. 최근 사회적 이슈에 있어 서초동과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민주사회라는 큰 틀에서
전통적인 국가기관에만 한정하지 않고, 직장 간, 이웃

광화문에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의 집회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간,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세대

간,

중앙정부와

국민,

국회와

국민,

지방정부와 국민, 지방의회와 국민 등 우리 사회 집단
및 정부와의 소통에 관련한 자료들과 성별, 연령,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대중의
가치와 요구 등을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직업, 가구소득, 학력 등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2]. 또한 정부의 민주성과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민주 행동의
지표로 '정부 관심도', '정치적 대화 참여', '정치적 의견

대응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핵심적인
필요조건이다[3,4] 따라서 정부와 국민 간의

제시 경험', '서명운동', '문서로 제출하는 소통방식

상호작용은 민주 사회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 '시위/집회 참여 경험' 등의 데이터 또한

협력과 갈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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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통 대상별 소통 수준 응답 분포
소통 대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약간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가족간

70(0.9%)

947(3.6%)

4031(16.2%)

2952(57.1%)

직장구성원간

242(3.2%)

1911(7.3%)

4965(19.9%)

882(17.1%)

이웃간

941(12.4%)

3546(13.5%)

3062(12.3%)

451(8.7%)

세대간

876(11.5%)

3915(14.9%)

2832(11.4%)

377(7.3%)

중앙정부와 국민

999(13.2%)

3642(13.8%)

3165(12.7%)

194(3.8%)

국회와 국민

2281(30.1%)

4137(15.7%)

1471(5.9%)

111(2.1%)

지방정부와 국민

1087(14.3%)

3983(15.1%)

2808(11.3%)

122(2.4%)

지방의회와 국민

1092(14.4%)

4217(16%)

2614(10.5%)

77(1.5%)

한편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2.2 데이터 탐색
표 1 은 소통대상별 소통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를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과 '정치를 주제로 한
대화 경험'에 대해 '1 년 이내에 한 적이 있다'는

보인다. 응답자들은 가장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대상을 '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상을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하지만 '탄원서/진정서/

'국회'로 응답했다. 소통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응답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있는 대상인 '가족'과 '직장 구성원'을 제외하면 다른
대상은 모두 10% 이하의 응답자만 '매우 잘

그림 1 과 2 는 각각 '정부에 관심을 갖는 것을

청원서 제출 경험'을 묻는 문항에는 '전혀 없다'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연령대와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전체 연령대와 소득 구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한편 소통 수준이 부정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중앙, 지방 정부, 지방 의회 등 과
이웃, 세대 간이 유사하게 25~30% 수준인 것으로

'보통'보다 높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치적으로만 보면 응답자들은 정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인이 직접

나타나 '가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원이나 진정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 데이터 분석
응답자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 개인 특성별로
소통 대상별 소통 수준 인식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 는 그 결과를 보인다. 결과에 따르면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은 '연령', '학력', '가구 소득'과는
관련이 없고, 가구 소득은 소통 대상에 상관없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회와의

소통

부재는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과 '가구
소득'은 대상별 소통 수준 인식과 무관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연령대별 '정부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응답 분포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연령 및
학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응답 패턴을 찾기 위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은 각 소통 대상 간 소통 수준 인식, 정부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최근 정치를 주제로 한 대화
표 2 '연령', '학력', '가구소득'와 소통 수준 인식
연령

그림 2 가구소득별 '정부에 대한 관심 중요성'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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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가구소득

중앙정부와 국민

3.10E-05

1.77E-07

0.289

국회와 국민

0.459

0.479

0.101

지방정부와 국민

0.005

0.002

0.517

지방의회와 국민

0.002

0.02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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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분석 결과
lsh

rhs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빈도

문서제출=활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민원=활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0.576

0.881

1.381

4608

서명운동=활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민원=활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0.480

0.940

1.438

3842

지방정부과 국민=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와 국민=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108

0.796

5.837

866

문서제출=활동한 적이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민원= 활동한 적이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0.171

0.702

2.732

1365

서명운동= 활동한 적이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문서제출= 활동한 적이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0.116

0.573

2.355

931

민원= 활동한 적이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서명운동= 활동한 적이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0.119

0.464

2.284

954

서명운동=지난 1 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정치대화=지난 1 년 동안 한 적이 있다.

0.134

0.859

1.174

1070

경험 여부, 서명운동 참여 여부, 민원 제기 여부,

향후에도 참여 의지가 없는 응답자는 참여 가능

문서를 통한 민원 여부와 연령, 가구소득, 학력 등의
개인 특성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하였다. 규칙을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향을 보였고, 또한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향후 참여 의지가 있는 응답자는

찾는데 사용한 파라미터는 지지도 0.05, 신뢰도

마찬가지로 분야에 관계없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0.3 으로 설정하였으며, 단순 규칙의 검토를 위해
규칙의 최대 길이는 2 로 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불특정한 다수의 공익을 위한 정책을

이 조건으로 총 455 개의 규칙을 발견하였으며, 이

세워야 함을 의미하며 개인은 공무원과 국민의

가운데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가장 큰 세 개의

대표들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규칙과 선별된 유의미한 규칙을 표 3 에 정리하였다.

자신의 요구를 반영한 의사개진을 해야 할 것이다.

지지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규칙은 참여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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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콘텐츠의 브랜드 경험에 대한 연구 : 제품 유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Brand Experience of Branded Content according to product type
김소현
Sohyeon Kim

임효정
Hyojung Im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hyunee06120@naver.com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nnnim019@gmail.com
경험, 제품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국내
현황 자료는 인터넷을 통한 D/B 검색을 활용하였다.

요약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콘텐츠 안에 브랜드의 이미지, 메세지, 가치 전달을
목표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고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여러 문화적 요소와 브랜드
메세지의 결합으로 자연스럽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과 제품
유형에 따라 브랜드 경험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또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2018 년 메조미디어
트렌드 전략팀 조사를 참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브랜디드 콘텐츠의 정의와 유형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SNS 와 유튜브의 등장으로
인해 브랜드가 제공 가능한 콘텐츠의 경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단순한 형태의 광고를 넘어 콘텐츠의
형태, 종류, 방법 등을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속도로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하여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장점을
이해하는 ‘Brand’와 ‘Content’의 합성어인 브랜디드

연구하였다.

주제어
브랜디드 콘텐츠, 브랜드 경험, 제품 유형

콘텐츠가 등장하게 되었다.

1. 서 론

신일기(2014)에 따르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콘텐츠
안에 브랜드 메세지가 녹아들어간 형태로 존재하며,
영화,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여러 분야와 협업을 통한
비상업적 콘텐츠와 상업적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 라고 하였다. 김운한(2016)은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를 위한 독창적 콘텐츠
또는
통합된
콘텐츠
제작물이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정보적 요소 즉 게임, 영화,
비디오, 방송, 뉴미디어, 음악, 공연, 지식정보, 캐릭터,
출판 등이 단독 혹은 조합된 내용물이다.”라고 하였다.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 년대 이후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이동성과
편리성 속성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 양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큰 변화에 따라
소비자 기대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디어는
소비자들에게 그 콘텐츠를 포괄하는 경험과 맥락을
함께 디자인해야 한다. 브랜드는 더 이상 단방향적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진화한 형태의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브랜디드 콘텐츠가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고 형식의 새로운 대안인 브랜디드
콘텐츠의 질적 양적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실무적으로 브랜디드
기여하고자 한다.

콘텐츠의

창의적

2.2 브랜드 경험의 정의와 현황
브랜드
경험(Brand
Experience)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및 경험을
말한다. Schmitt(1999)는 “브랜드와 관련된 자극물에
의한 소비자 반응으로써 총체적 브랜드 경험”이라
규정했다. Brakus et al.(2009)는 브랜드 경험을
“주관적이고 소비자의 내면적 반응인 감각, 감성,
인지와 브랜드 디자인 및 정체성, 포장, 환경 및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인 브랜드 관련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 반응”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감각,

제작에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최근 5 년 이내(2014 년 1 월부터
2019 년 현재까지)에 온라인과 SNS 플랫폼에 게시된
브랜드 컨텐츠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브랜디드 콘텐츠의 정의와 유형,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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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인지, 행동의 네 가지 요인을 브랜드 경험
유형으로 분류했다.

네이처리퍼블릭

2018

웹드라마

에뛰드하우스

2014~2019

1 인 미디어

류주연, 김정구(2013)는 “브랜드 경험은 제품 및
서비스의 선택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혔다.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같은 제품 가치
중점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차원적 가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경험을 통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냄으로써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1] 다양한 제품 정보와
채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되는 오늘날의 매체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총체적인 브랜드 경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2]

챕스틱

2019

웹드라마

스페리

2018

웹드라마

기타 식품

해태제과식품

2016

웹툰

제조업

농심

2018~2019

웹드라마

페르노리카

2016~2018

웹툰

하이트진로

2015~2019

웹예능

롯데주류

2018~2019

웹드라마

동화약품

2017

뮤직비디오

이마트

2017~2018

웹드라마

삼성전자

2017

영화(단편)

2017

웹툰

2018~2019

웹드라마

2017

뮤직비디오

신발
도매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대형 종합
소매업

2.3 제품 유형

이동전화기

제품 유형은 조절변인으로 매체 특성과 소비자
정보처리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3]

제조업
유선

Holbrook & Hirschman(1982)은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고 제품 유형을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으로 구분하였다.

통신업
자동차
제조업

Strahlievitz & Myers(1998)는 “실용재는 이성적
측면과 쾌락재는 감성적 측면과 관련성이 깊다.”라고
하였다. 실용재와 쾌락재는 소비의 목적이 다르므로
소비 행동에 차이가 있다. 실용재는 체계적, 분석적
정보처리가 발생하지만 쾌락재는 전반적, 통합적
정보처리를 한다.[4]

대상으로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국내 브랜드를 9 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5 년 이내의 온라인과 SNS 플랫폼에
게시된 브랜디드 콘텐츠의 유형을 분석하였다.(표 1)
표 1. 브랜드 유형 따른 브랜디드 콘텐츠 사례
브랜드
유형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

콘텐츠

브랜드

연도

베네피트

2015

웹툰

라네즈

2015

웹툰

스킨푸드

2015

웹툰

시세이도

2016

웹툰

이니스프리

2016

웹툰

아쿠탑

2016

웹툰

셀더마

2017

웹드라마

기아자동차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은 10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분석 했을때 웹툰 6 개(60%), 웹드라마
3 개(30%), 1 인 미디어 1 개(10%)의 콘텐츠를
사용하였다. 신발 도매업은 1 개 브랜드가 웹드라마로
제작되었고, 기타 식품 제조업은 2 개 브랜드가
3 개의 브랜디드 콘텐츠 중 웹툰 1 개(33.3%),
웹드라마 2 개(66.6%)를 사용하였다. 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3 개 브랜드로 웹툰 1 개(33.3%), 웹예능
1 개(33.3%), 웹드라마 1 개(33.3%)로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업은 1 개 브랜드가 뮤직비디오로
제작되었고, 대형 종합 소매업은 1 개 브랜드가
2 개의 웹드라마에 사용되었다. 이동 전화기 제조업은
1 개 브랜드가 영화(단편)로, 유선 통신업은 1 개
브랜드가 웹툰 1 개(33.3%), 웹드라마 2 개(66.6%)로
총 3 개의 콘텐츠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조업은 1 개 브랜드가 뮤직비디오 콘텐츠 유형에
사용되었다.

3. 사례분석
사례분석

KT

유형

사례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 중 제작 비중이 높은 웹툰과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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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웹툰과 웹드라마를 시청해야 하는 설문 특성상
20 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실험 설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4.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H1 :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은 브랜드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 브랜디드 콘텐츠는 제품 유형에 따라 브랜드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4. 쾌락재 ‘롯데주류 피츠’ 브랜디드 웹툰

그림 5. 쾌락재 ‘롯데주류 피츠’ 브랜디드 웹드라마

그림 1. 연구모형

4.3 설문지

4.2 실험물

브랜드 경험을 묻는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Likert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1 점(전혀 아니다)에서 5 점
(매우 그렇다)으로 설정하였다. 제품 유형(실용재,
쾌락재)에 따른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웹툰,
웹드라마)을 하나씩 시청하게 한 후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행동적 경험 총 4 가지의
경험요인으로 나누었고, 요인마다 4 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총 64 개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브랜디드 웹툰과 웹드라마 속에 삽입되어 노출된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 유형중
실용재 ‘KT 기가지니 인공지능 스피커’, 쾌락재
‘롯데주류 피츠’가 사용되었다.

4.4 연구결과
설문조사는 2019 년 11 월 26 일부터 11 월 29 일까지
4 일간 오프라인 실험 설문 방법을 통하여 20 대 남,
여 20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들의
분포는 성별은 남성 6 명(30%), 여성 14 명(70%)이며,
실험을 통한 설문조사 수집 데이터는 코딩을 거쳐
SPSS 25.0 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실용재 ‘KT 기가지니’ 브랜디드 웹툰

첫째, [H1]의 검증을 위해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을
웹드라마와 웹툰으로 나누었으며, 브랜드 경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감각적
경험(p=.098>.05), 감성적 경험(p=.850>.05), 인지적
경험(p=.131>.05), 행동적 경험(p=.267>.05)으로 두
유형은 등분산이며, T-test 결과 감각적 경험
(t=2.200, p=.031<.05), 감성적 경험(t=1.556,

그림 3. 실용재 ‘KT 기가지니’ 브랜디드 웹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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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4>.05), 인지적 경험(t=.478, p=.634>.05),
행동적 경험(t=1.899, p=.061>.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에 따른 브랜드 경험은
감각적 경험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감각적 경험에서 웹드라마(M=3.2,
SD=.87),
웹툰(M=2.73, SD=1.05)로 웹드라마의 감각적
평균이 웹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2)

웹툰과 웹드라마는 시각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메세지, 가치, 상품 정보를 자연스럽게 녹여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에 따른 브랜드 경험은
감각적 경험에서 웹드라마가 웹툰보다 평균이 높았다.
웹드라마는 압축적인 편집과 영상미로 웹툰보다
다양한 감각에 강렬한 인상을 준다. 웹툰의 대중적인
성공을 뒤이어 주목 받고 있는 웹드라마는 브랜드
광고 마케팅 기법으로써 그 효과에 높은 기대를 하고

둘째, [H2]의 검증을 위해 제품 유형을 실용재와
쾌락재로 나누었으며, 브랜드 경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감각적 경험(p=.567>.05),
감성적 경험(p=.743>.05), 인지적 경험(p=.876>.05),
행동적 경험(p=.996>.05)으로 두 유형은 등분산이며,
T-test 결과 감각적 경험(t=.112, p=.911>.05),
감성적 경험(t=-.274, p=.785>.05), 인지적 경험
(t=2.901, p=.005<.05), 행동적 경험(t=2.794,
p=.007<.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 유형에 따른

있다.
셋째, 제품 유형에 따른 브랜디드 콘텐츠의 브랜드
경험은 인지적 경험과 행동적 경험이 실용재가
쾌락재 보다 평균이 높음으로써 통계적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쾌락재는 전반적, 통합적
정보처리를 하지만 실용재는 체계적, 분석적
정보처리를 하여 구매 시 많은 정보가 필요한 고관여
제품이다. 따라서 실용재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시
전문적인 정보, 이용자들의 평가와 같은 인지적 경험,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싶어 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브랜디드 콘텐츠의 브랜드 경험은 인지적 경험,
행동적 경험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지적 경험에서 실용재(M=3.29, SD=1.03), 쾌락재
(M=2.64, SD=.97), 행동적 경험 실용재(M=3.04,
SD=.99), 쾌락재(M=2.41, SD=.99)으로 인지적
경험과 행동적 경험에서 실용재의 평균이 쾌락재보다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콘텐츠 노출 시간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자극의 경우 통제
변인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는 콘텐츠의 노출
시간 등 다양한 콘텐츠 속성을 통제하여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2. 브랜디드 콘텐츠 유형에 따른 브랜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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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특히 모바일
광고에 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2014 년도에
는 모바일 광고가 광고 시장 점유율 25%를 넘기며 TV
광고를 넘어서는 가장 높은 매체 점유율을 차지했다.
[2] 또한, 온라인 광고는 투자 비용 대비 높은 효과로
인해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용
이해짐에 따라 광고 시장도 발맞춰 변화했다.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는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타
겟팅을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광고를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맞춤화 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광고 게
재 공간 및 광고 노출 시간 대비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게재함
에 있어 장애가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민감 정보의 활
용,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보장, 그리고 화면
내의 과도한 광고 등의 많은 개선사항이 존재한다. 또
한, 광고 집행자 입장에서의 효율 뿐만 아니라 실제 광
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효능에
대한 실험 및 객관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광고주는 잠재 고객의 성
별, 연령, 직업, 사는 곳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
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고주들은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들은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든 지니고 다니며 확인할
수 있어서 광고주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
택하여 소비자에게 손쉽게 광고를 전달할 수 있다. [3]
나아가 모바일 매체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
유롭기 때문에 고객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
백을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무선 인터넷 페이지,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4]

키워드
프로그래매틱 광고, 광고 수용, 광고 회피, 기억 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문화지체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편, 2015 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시청자 매체별
광고 회피 경향 조사 결과, 시청자가 가장 보기 싫어하
는 광고는 모바일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자 중 28.5%가 모바일 광고를 가장 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5] 먼저 그 원인의 첫 번째, 강한 광고 회피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혼잡도(Clutter)’와 '성가심
(Irritation)'이 있다. [2] ‘혼잡도’는 인터넷이 확산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났
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노출도 늘어남에
따라 발생했다. 광고량의 과도한 증가는 소비자에게 무
관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불쾌감, 짜증 등의 반발심을
갖게 한다. [6] 그리고 모바일 광고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인 ‘성가심’은 무분별한 광고에서 제공되는 불필
요한 정보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소비자
가 필요로 하는 광고를 제공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방송진흥공사(kobaco)의 2019 년 11 월 광고 경
기 전망지수(KAI;Korea Advertising Index)는 99.3 포
인트로 지난 2019 년 10 월 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됐다.
[1] 이에 온라인·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매체의 광고비
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온라인·모바일의
광고 경기는 107.7 포인트로 매체 중 유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KAI 는 100 포인트를 기준으로
100 포인트 초과 시, 광고비 증가에 대한 전망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1. 2019 년 11 월 광고 경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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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광고 회피를 크게 ‘물리적 회피(Physical
Avoidance)’와
‘인지적
회피(Cognitive
Avoidance)’,‘기계적 회피(Mechanical Avoidance)’
로 분류하였다. 물리적 회피란 광고가 송출되는 동안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광고 전달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
이고, 인지적 회피는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계적 회피는 광고를 삭제
하거나 광고 제거 프로그램을 설치를 통한 광고 차단
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2015 년 스트리밍 관련 뉴스
매체 ‘익스트리미스트(Exstreamist)’는 넷플릭스 이용
자 `100 명을 대상으로 광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커지는 광고시장 속에서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성가심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광고에 대한 불쾌
감과 회피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프로그래매틱 광고(Programmatic Ads)가 등
장했고,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행태 정보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 기호, 흥미 등을 파악하고 각 소비자
에게 흥미롭거나 필요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7]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의 이름, 생일, 아
이디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서 진행
하기도 하며, 소비자가 방문했던 사이트나 비슷한 소
비자들로부터 획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식별 데이
터를 분석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활성화를 저해하
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래
매틱 광고에 대한 효과의 객관화를 위하여 프로그래매
틱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의 시각적 반응과 기억에 대
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흥미와 필요에 맞는 광고를 제
공하는 것, 소비자 맞춤형 광고인 ‘프로그래매틱 광고’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1
프로그래매틱
Advertising)

그림 2. 넷플릭스 광고 송출 시, 구독 취소 여부 설문 응답

광고(Programmatic
설문조사 결과, 약 56%의 이용자가 넷플릭스에서 광
고를 노출하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이전의 일반 광고 거래 과
정과는 달리,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데이터 분석 및 머
신러닝을 기반으로 광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래
매틱 광고에 대한 연구는 맞춤형 광고 개념의 등장 이
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매틱 광고에 관한 정의를 정리하자면 다
음과 같다. 진봉섭(2016)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래매
틱 광고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실시간 입찰(Real
Time Bidding)을 통해 구매 가능성이 큰 Individual
Target Audience 를 대상으로 적시(Right Time)에 노
출하는 광고”이다. [8] 박현길(2017)은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디언스
관점에서 광고를 구매하여 집행하는 방식” [9]으로, 여
민구, 고한준(2018)은 “성별, 연령, 관심사 등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표적형 광고” [10] 라고 정의 내렸
다.

그림 3. 이용료 인상 혹은 광고 노출 관련 설문 응답

심지어 78%에 가까운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더 내고서
라도 광고를 보지 않겠다고 답했다.[12] 이처럼 추가
비용을 내며 광고를 차단하고, 광고 차단프로그램(애
드 블록)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들의 광고 회피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광고시장에서는 광고
가 소비자에게 주는 혼잡도, 성가심, 불쾌감 등의 부정
적인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
로 전달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2.2 광고 회피(Advertising Avoidance)
광고 회피란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의도적
으로 피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매체와 채널의 수가 급
증하면서 제공되는 광고의 양도 함께 늘어났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예상된다. [11] Speck & Elliott 의 연구(199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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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는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
고 있다. 온라인 광고 관련 사업자는 크게 광고주, 퍼
블리셔,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사업
자별 지위와 책임이 각각 다르다. 이에 어떤 사업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및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
해 명시하고소비자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
이 필요하다. [17] 하지만 온라인 맞춤형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18]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3 기억정보(Memory Information)
한광석, 이종민(2009)의 연구는 광고와 제품에 대한 인
지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에 따라 기억정보를 ‘종합적으
로
기억된
제품
정보(Gp;Global
producy
imformation)’,‘종합적으로
기억된
광고
정보
(Gad;Global advertising information)’, ‘개별적으로
기억된 제품 정보(Dp;Discrete product information)’,
‘개별적으로
기억된
광고
정보(Dad;Discrete
advertising information)’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13]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매틱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 기억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주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 잘 전달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광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로
기억되는 광고 정보 및 거짓으로 기억되는 광고 정보
를 분류하여 진행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3. 프로그래매틱 광고 활성화를 위한 논의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소
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화를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회피도를 낮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
떤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진행할 때, 가장 빈
번하게 대두되는 문제 사항이다.

2.4 프라이버시(Privacy)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
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한편, 프로
그래매틱 광고를 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은 필수적
이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등록번호, 아이디와 같이 개
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든, 방문기록을 이용한 비식
별 정보이든 간에 소비자는 노출된 자신의 정보 활용
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2009 년에 진행되었던
미국 전역 성인 인터넷 이용자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가 맞춤
형 광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14]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 내린
개인정보 이용에서 쿠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쿠
키를 통해 이용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15]

3.1 프라이버시 문제

이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쿠키 정보에 관한 확인과 수
집되는 기록들에 대한 정보 및 그 활용 범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
용자가 쿠키를 지우고자 할 때, 완벽하게 기록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 페이스북의 프로그래매틱 광고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광고 중 일부는 성별, 연령 등
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이다. 이러한 맞춤
형 광고는 타겟팅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광고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곧 페이스북의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페
이스북은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CA)’에 의해 8,500 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도용한 것
으로 드러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후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였고, 이에 맞춤형 광고를

2.5 문화지체 (Culture Lag)
기술 등의 물질문화 발전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
에 비해, 사회조직이나 도덕, 가치관 등의 비물질 문화
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릴 뿐만 아니라 쉽게 변화하
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 현상을 문
화지체라고 한다 [16]. 광고 산업의 발전에도 문화지체
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려는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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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게재하는 광고집행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할 시에 사용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

3.4 화면 내 광고 개수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가 포괄
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 정보의 이용에 대
하여 상황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보다는 기
업과 단체의 자율적 이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
다. 하지만 기술의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발전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활용에 대한 광고 분
야 및 매체별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 라인이 보다 상세
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Ha(1996)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 혼잡도는 양
(quantity),
경쟁성(competitiveness),
침입성
(intrusiveness) 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22] 여기
서 양(quantity)은 너무 과도한 양의 광고가 제공 되면
이는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
단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이는
매체 이용자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광
고 제공이 필요하며, 과도한 광고는 아무리 맞춤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음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2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
2017 년, 구글은 지메일 콘텐츠를 검색을 통해 개인의
기호와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에 왔고, 그를 통해
가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던 방식을 2017
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2004 년 지메
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7 년까지 이어져 오던 사
용자 메일 저장함 내 콘텐츠 검색을 중단하는 이유는
지메일 사용자들의 끊임없는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 때
문이다. [20] 이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절 23 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항목에 맞지 않는 정보 수집
으로 볼 수 있으며, 메일 저장함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소현진(2009) 은 광고 신뢰의 선행 요인을 ‘개인
의 신뢰 성향’, ‘광고에 대한 부정적 경험’, ‘광고에 근
거한 구매결정 만족도’, ‘광고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확
신’, 그리고 ‘신뢰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 의 다섯
가지로 분류 하였다. [24] 이에 과도한 광고를 게재할
시 소비자는 ‘광고에 대한 부정적 경험’ 항목과 ‘광고
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확신’ 항목 측면에서 광고 자체
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광고의 게재는 콘텐츠 이용 의도를 가진 소비자
의 목적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광고
가 더이상 화면 내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해 광고 혼잡도를 낮추는 광고 제작 및 게재 가이드라
인 수립과 관리가 필요해보인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절 23 조에 의하여 사
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21] 하지만 민감
정보는 수집 및 활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각의 데이터 및 매체, 그리고
플랫폼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개념과 그 배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래
매틱 광고는 사용자에게 보다 맞춤화된 광고를 제공함
으로써 광고 효율을 높이고 광고 거부감을 줄이는 목
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
세이다. 하지만,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범위와 항목에
대한 문제,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보장 문제,
그리고 게재하는 광고의 양에 대한 문제 등 프로그래
매틱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사
항들이 있다.

3.3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7)에 따르
면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태 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받을 수 있
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8] 하지만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고 우측 상단에 위치한
작은 ‘i’ 표시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한다는 안내
표시임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 지도 불분명하
다.[17] 이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광고 집행자의
정보 활용 및 이용기간 등의 안내가 중요할 것으로 보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정부기
관과 기업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해 받지 않
고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소
비자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 이제는 광고 집행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매틱 광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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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
30700&dc=K02030700&boardId=1099&cp=1&bo
ardSeq=44473. 2019.11.10.

연구에서 살펴본 4 가지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된다면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매체를 통
해 전달되는 광고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구조적인 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
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의 데이터
및 매체, 그리고 플랫폼 별로 구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8] 진봉섭.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 얼마나 커질까?,
광고계동향 302, pp. 39-41, 2016.
[9] 박현길. 애드테크(ADtech!.마케팅, 51(6), pp. 3847, 2017.

또한, 추후에는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실효성을 검증과
함께 광고 제작 및 게재 가이드 라인 연구가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보는 것과 소비자가 기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및 수치
화 된 연구가 진행을 통해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객관
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광고의 맞춤화 여
부, 광고의 개수 등 다양한 종속변수 설정을 통한 실험
으로 광고 소비자 반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결과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선 추적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의 연구 또한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에 대
한 분석과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사실 기억 정보를 바
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프로그래매틱 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여민구, 고한준.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프로그래매
틱 광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
보. 20(4). pp. 274-303. 2018.
[11] 양윤직, 조창환. 광고 매체별 광고 회피 수준과 요
인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92). pp.355-381. 2012.
[12] Rob Toledo. 79% of Netflix Subscribers Would
Rather
Pay
More
than
See
Ads.
https://exstreamist.com/poll-79-of-netflixsubscribers-would-rather-pay-more-than-seeads/. 2019.10.28.
[13] 한광석, 이종민. 광고기억정보의 유형이 접근성과
진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20(6).
pp. 55-81. 2009.
[14] 이경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연구.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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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와 함께 고속

사용자 중심의 연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물리적

인터넷망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스펙의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 이후 제품 차별화를
위한 연구 방향으로써 주목받았고 점차 제품/서비스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사용
방식이 다양해지게 되었다. 고객의 사용 문맥
(Context of Use)이 다양해지면서 커스터마이징

개발에서 주요 연구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1]. 상거래
환경에서는 모바일에서의 빠른 변화와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Customization)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시되는 사용자 중심 시장이 형성되었다.
개인의 특성이나 특정 사용자 집단의 니즈를 반영한

과거보다 더 요구되었다.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분석이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요구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이러한

제품/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형화시켜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많이 든다. 이번 연구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기록한
User Diary Record (UDR)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바탕으로 사용자를 분류하는 행동변수를 정의하고

새로운 행동 양식에 대한 빠른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좌표 개념의 위치를 부여하여,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을 둔 사용자별 유사도를

시장의 주도권을 먼저 가져오는 기업들이 선점
효과를 얻어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보다 우위에

구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후 UCINET 을 활용한

서거나 상대적 후발 주자인 기업이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용자 세그먼트를 분류하고
분석한다.
사용자
세그먼트의
평균
수치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세그먼트별 사용자 모델로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유의미하게 가져오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결과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세그먼트
추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 송금 시장의 경우 2018 년 기준 97%의
점유율을 신생 기업이 점유하였는데 인증절차 등을
간소화한

주제어

간편한

절차를

제공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정성적 데이터 분석, 사용자 세그먼테이션,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전통적인 사용자 관찰이나

모델, 사용자 행동 변수

설문/인터뷰,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는 방식 (User
Dairy Record, Cultural Inquiry 등)은 물론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집되는 등 그 경로가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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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는

실험 참여자들이 기록해야 하는 항목은 날짜, 시간,

방법 또한 데이터 수집 방법의 진화와 더불어 여러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단순한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과업 분류 (결제, 조회, 이체, 입금), 과업의 초기 상황,
고려되는 제약 사항, 과업 내용, 관련 서비스 제공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류하면 사용자의 사용 문맥

업체, 선택한 수단 (현금, 카드, 앱 결제 등), 과업

상의 인사이트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용자

실행의 결과, 전반적으로 느낀 감정, 불만족을
느꼈다면 해당 내용, 원하는 해결/개선 방안이었다.

모델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 기법, 사용자

또한 예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는지 실험

프로필, 사용자 역할, 페르소나 등의 방식이 제안된
바 있다 [3]. 하지만 해당 사용자의 유형이 얼만큼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여 기록의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기록이 저조한 참여자들을 제외하여 총 42 명의

어렵고 연구자가 강하게 인상을 받은 특정
인사이트나 에피소드를 강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UDR 기록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UDR 데이터는 총 894 개로

박남춘(2018)은 사용자의 행동 변수라는 개념을

참여자들의 기록을 연구자가 확인하고 맞춤법 및

도입하여 사용자 군을 설정하는 사용자 행태 패턴
매핑의 개념을 소개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문법 오류 등을 수정하였다.

매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한계점이 있다 [4].

2.2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거래인 모바일 커머스 (m-

894 개의 기록으로부터 사용 경험의 주요 키워드를

Commerce)가

차지하는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 참여자들의 사용 문맥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국내의 경우 2017 년 모바일
커머스의 시장 중 모바일 쇼핑의 규모가 전체 온라인

(Context of Use)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문맥을 통해
실험 참여자들의 성향을 분류할 수 있는 행동

쇼핑 시장 규모의 64%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모바일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표 1). 여기서 행동 변수

커머스의 범위는 넓어지고 간편 결제 기술 등의

(Behavior Valuable; BV)란 실험 참여자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해당변수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전체

전자

상거래에서

행동변수 정의

발달에 힘입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 또한
어플리케이션 등의 빠른 적용 가능성 때문에 m-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양극점을 가지는 지표이다.

Commerce 시장은 가장 활발하고 가장 민첩하게

각 행동 변수에 대해 실험 참여자들이 가지는 정도를
중립적 태도 (3 점)를 기준으로, 긍정 (5 점)과 부정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응할 기대를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1 점)으로 나타내어 각 실험 참여자들이 12 개의
행동 변수에 대해 각자 12 개의 행동 변수 지표를
가지도록 구분하였다. 이후 실험 참여자들의 각 행동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Commerce 환경에서의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용자
세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제안하고,

변수를 독립적 차원의 축으로 치환하여 각 실험
참여자들이 12 차원 상의 좌표를 갖도록 하였다(그림
1).

세그멘테이션 결과물을 분석하여 추후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UDR 수집

표 1. 행동변수 정의
BV1 결제 수단 선택의 자유도
BV2 지출시 활용하는 수단의 다양성
BV3 할인과 조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피로도

총 46 명의 실험 참여자가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었고,

BV4 지출의 정확한 금액과 결과를 확인하려는 수준

각 실험 참여자들은 2 주간에 걸쳐 UDR 을

BV5 할인 및 적립을 챙기는 정도

작성하였다. UDR 수집은 참여자들에 의한 직접
기록으로 각자에게 할당된 표 형식의 구글 스프레드

BV6 수수료/금전적 손해에 대한 거부감/반감 수준
BV7 현금 사용에 대한 거부감 수준

시트 (Google Spread Sheet)에 작성되었다. 실시간

BV8 정보 부족에 대한 해소 욕구 정도

공유가 가능한 기록 양식으로 실험 참여자가
스마트폰과 PC 로 접근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BV10 보안절차에 대한 너그러움(수용도) 또는 요구 수준

BV9 강제적인 기다림이나 (반복적) 시간 낭비에 대한 반감 정도

기록을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어 실험 참여자의

BV11 개인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욕구 정도

꾸준한 기록을 독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기록을 지시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었다.

BV12 감정적 피드백의 긍정 부정 편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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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준 유사도 설정에 따른 그룹 생성 비교

각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갖는 41 개
유사도의 전체 합의 크기는 각 노드(Node)의 크기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개인별 관계와 대표성 측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행동변수 생성 및 사용자 행동 변수 수준 도출 과정

기준 유사도보다 낮은 유사도를 “0”으로 처리하여
실험 참여자사이의 연결을 제거하고 기준 유사도에
따라서 새롭게 UCNINET 시각화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6). 세그먼트가 생성되는 것을

2.3
공간좌표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
유사도 계산

볼 수 있다. 기준 유사도를 높게 설정할수록 세그먼트

유클리디안 거리는 좌표 공간에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그림 2 에 나타난 식을

내에서의 기준 유사도 보다 높은 유사성으로 연결된
실험 참여자들의 연결만 남아 그 수가 줄어들지만 큰

활용해 구할 수 있다. 이번 실험 참여자들의 12 차원

유사도를

공간 좌표 상에서 서로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였다. 실험 참여자간 유클리디안 거리는 실험

보이는

실험

참여자

사이의

연결로

세그먼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여자 간의 경향성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표
값의 역수를 실험 참여자 간의 유사도로 삼았다. 각
실험 참여자 중 행동 변수의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참여자는 없었으며, 이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0”인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는 없었다.

그림 2. 유클리디안 거리 계산식

3.

결과 및 논의

3.1

유사도 기반 사용자 세그먼트 시각화

그림 4. 유사도 0.45 의 경우 그림 5. 유사도 0.50 의 경우

유사도 값의 매트릭스를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 한 결과, 각 사용자간 유사도가 “0” 초과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 시각화 된 그림
3 에서는 사용자가 모두 연결된 상태이며, 따라서
이때의 사용자별 공간 상
유사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거리나

세그먼트는

그림 6. 유사도 0.58 의 경우 및 세그먼트 그룹

세그먼트의 크기가 클수록 전체 사용자에 대한
세그먼트의 대표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성과
세그먼트에 속한 실험참여자 사이의 유사도 수준이
이율배반적 관계 (trade-off)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노드에 반영된 주변과의 유사도 정도를 통해서 해당
그림 3. 유사도 필터링 전 사용자간 유사도 관계도

실험 참여자 주변과 얼만큼 유사한지, 세그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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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 실험참여자의 대표적인 성향을 유추할 수

기반으로 m-Commerce 환경에서 사용자의 성향에

있었다.

맞춘 간소화된 보안 절차 선택 기능, 조회 메뉴
개인화 기능, 자사 할인 제도로 유인 시 일정기간

3.3

기준 유사도 별 세그먼트 행동 변수 평균 값

수수료

앞의 기준 유사도 0.58 를 기준으로 생성된 세그먼트

면제

혜택

제공

등

특정

세그먼트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 실험참여자 P40(세그먼트 f)을 중심으로 생성된
세그먼트의 BV 경향성을 확인하여 보면 “이 사용자
세그먼트는 지출에서 대체로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 또한 상거래시 할인 및 적립을 크게 챙기면서도

4.

이에 대한 피로도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바로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UDR 기록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에 기반한 행동 변수의 정의와 이를 활용한

찾아

사용자 세그먼테이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조회하려는 경향이 크며, 개인화된 시스템을
기대하면서 반복과 기다림과 보안 절차에 대한

방법론을 통해서 얻은 사용자 군집의 행동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사용자

반감이 큰 사용자의 세그먼트이다.”라고 볼 수 있다.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연구자가

앞서 구한 세그먼트 중 소속 사용자들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기준 유사도의 세그먼테이션 결과인 기준

사용자의 행동 변수를 정의하고 각 사용자의 성향을
이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사도 0.58 를 기준으로 각 세그먼트 별 행동 변수

따라서 각 사용자의 행동 변수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에서의 평균 수치 그 아래에 괄호 안에 분산 값을

수 있도록 실험 단계에서 관찰 시 유의하게 확인할
부분을 정해 놓거나 설문 문항 등을 설계할 필요가

표시하였고, 전체 세그먼트 사이의 분산을 구하여
아래 표 2 로 정리하였다.

있다. 인터뷰시에는 사용자에게 관련 에피소드 등을
물어보는 방식 등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각 세그먼트 별 행동변수 평균 값과 분산 값, 행동변수
별 각 세그먼트 사이의 분산 (유사도 0.58 의 경우)

분석 시에 사용자 군집을 필터링하기 위한 기준
유사도를 높게 설정하면 세그먼트를 이루는 사용자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반면 세그먼트의 크기가 줄어
들수록 전체 사용자에 대한 대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연구자가 관리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법론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 세그먼트의 적정 크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표에서 사용자 세그먼트의 평균 수치를 각
세그먼트별 사용자 모델로 삼아 비교하는 것으로

이 방법론을 사용하면 제품/서비스 개발 시 사용자
세그먼트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세그먼트 사이의 경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개발하거나

들어 사용자 세그먼트(b)와 사용자 세그먼트(c)는
할인 및 적립을 챙기는 정도(BV2)는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

시에

다양한

사용자

세그먼트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성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을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느끼는 피로도 (BV3)는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세그먼테이션을 활용할 수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용자 모델 별 행동변수의
평균들의 분산을 비교한 결과 사용자 세그먼트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비교에서 큰 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행동 변수

또한 유클리디안 거리 계산 시 특정 행동 변수에

상위 3 개는 “사용자가 m-commerce 에서 보여준
감정 피드백의 긍정/부정의 정도(BV12)”, “할인 및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행동

변수의

크기를

적립 절차에서 느끼는 피로도(BV3)”, “보안 절차에

증가시켜가면서 사용자별 유사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급자가 강조하여 보고

대한 반감 수준(BV10)”이었다.

싶은 행동 변수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순서로 사용자 세그먼테이션을 진행한 뒤 각
세그먼트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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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세그먼트의
특징이 되는 집단적 경향성을 토대로 m-Commerce
환경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페르소나 개발 등
체계적인

사용자

모델링으로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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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행되어 사례로서 성공과 실패의 예를 찾아

요약문
한국의 시니어 인구증가는 시니어 마켓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다양한 시니어 제품 및 서비스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켓의 크기에
비해서 기대만큼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시니어 시장의 특징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악할 수 있다.
2006 년 버튼을 크고 투박하게 디자인한 시니어 전용
전화기가

일본의

휴대전화매장에

전면적으로

디스플레이 되었으나 1 년도 되지않아 조용히 사라졌다.
시니어 제품에 대한 시니어=약자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니어는 신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몸이 불편하다는 제한적 사고에서의 제안되는 제품은
항상 단순함과 명료함에 초점을 두어 한계를 가지게
된다. 고령자의 스펙트럼을 무시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안된 디자인이었다. 또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역시 도와주어야 할 대상 즉 수동적

주제어

이미지로 기본값을 설정하고 기획을 하는 것은 매우

시니어 마켓,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위험하다. 일본에서는 한때 유료노인시설(老人 ホ ー
ム)은 절대 망하지않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1. 서 론

분별없이

1.1 시니어 제품의 넓은 스펙트럼

지어졌지만

시설환경이외에

입주자의

미국 통계청이 2016 년 발표한 세계인구레포트에서

개별활동이 빈약한 시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능력에 대해

한국은 전세계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2050 년에는 35.9%까지 상승할 것으로

고령자는 보호해야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 통계청의 2006 년 가구 연령별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60 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비력을 가진
시니어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업계에서 시니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무한한 시장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시니어
제품의 성공을 찾기는 어렵고 시장의 규모에 비해
마켓형성이 잘 되어 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디자이너가 만든 시니어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원인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배려하되 고령기에 나타나는 변화와 니즈에 대해
중요하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및 제품에 관하여
생존과 관련있는 긴급성을 지닌 것과 그 외의 것으로
크게 분류하여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생존과 관련된 시니어 서비스나 제품은 디자인이나
서비스에서의 즐거움이나 편의성을 동반한 가치보다
기능을 위주로 사용하기 직관적인가, 사용법은 단순한가,
인터렉션이 즉각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사용편의성이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다양한 시니어층을 세분화 하고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안되는
디자인은 신체적 불편함에 초점을 둔 단순하며 기능성을

그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시설에서의

보아야한다.

시니어 마켓은 변수가 많으며 사용자의

일본의 2019 년 9 월기준 65 세이상의 시니어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고령자

제품 및 간호용품, 독거노인에게 보급되는 SOS 장치,
보행보조용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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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그 외는 생존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시니어를
배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기본

갈증을 느낄지도 모른다.

SNS 이용 증가는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폰트값이 일반인용 보다 크게 설정된 스마트폰이나

2.3 Develop

컴퓨터, 시니어를 전용으로 하는 잡지, 의료서비스 등을

서비스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로 시니어를
위한 제품의 개발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기본으로

예로 들 수 있다.

2. 시니어 대상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노약자나 어린이 등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안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니어유튜버의 증가와

서비스

기본으로 제작되며 반드시 심미성까지 제공되어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의사항은 유니버셜에
치중하여

서비스에서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학회에서 정의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각 단계에서

단순화하거나 기능에 치중하지않는 것이다.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비스를

제안할

때에는

디자인컨셉이나

러프한

프로토타입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데 시니어를 수동적

Discover → Define → Develop → Deliver

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의 대상으로 역할을 변화하는 등의
생각의 전환도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와 보육원이
2.1 Discover

한 건물에 위치하는 공생형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Discover 단계에서는 산출물에 대한 이해와 발견을 하여
타켓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의를 내린다. 이때 산출물의
경쟁우위 및 차별화 요인을 정하고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같은 간략한 리서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큰 줄기를

시니어의 경험을 극대화하여 아이를 공동육아하고
아이는 핵가족 시대에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두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윈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성공적인 서비스 사례로 기록되었다.

정하여 인사이트를 내리게 된다. 시니어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연령과 신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니즈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타켓을
좁혀 나가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한다.
서론에서
60 대이상의 자산이 전체평균보다 높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시니어가 균일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총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일부 부유한 시니어의
영향력이 아주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시니어를 세분화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치바현 사쿠라현 유카리오카에 위치한 공생형 시설

2.2 Define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단계로 퍼소나를
만들거나
고객 니즈맵을
만들기도
한다.

2.4 Deliver

키워드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서비스로 세밀하게 제안되는

연령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라고
주장한다.
일본 ADK 마케팅회사에서 2017 년 실시한 시니어 종합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무라타(2014)는

시니어의

소비 행태의

설문에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에 관해 66%가 노트북
및 태블릿 PC 를 사용하며 60~64 세의 남성시니어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률이 4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시니어는 이미 디지털 디바이스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에게 사용편의성 또는 연령이 주는
인지적인 특성을 강조한 서비스는 이미 받아들여지지

간략한 사용자 테스트나 설문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사이토(2014)는 시니어 사용자테스트의 경우 정해진
환경에서의 단순한 설문에 솔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찰을 동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성적인 조사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본을
선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이 워크샵에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공유하거나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 반드시 시니어의 주체가

자신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와 제품에

되는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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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사례

4. 결론

일본의 2019 년 9 월기준 65 세이상의 시니어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작의 프로세스는 각 단계별 목적의 의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건강한 시니어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체에게 지원을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본의 사례를

하여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민간의 기업과 지자체가 보살피기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야마토운송은 2010 년부터 혼자사는
시니어의

생필품을

사서

배달하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지역협회에 보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라타(2014)와 사카모토(2016)에 따르면 시니어의
70%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체험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소비를
하고 있고 이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니어 유튜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고 있고 시니어의 콘텐츠 소비 확대현상 역시 유형의
제품에서 무형의 제품으로의 소비이동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시니어가
이러한 트랜드를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과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해가고자 한다.

그림 2 치바현 사쿠라현 유카리오카에 위치한 공생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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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가 월등이 많은 세븐일레븐은

고령자를 위한 배달도시락 서비스（セブンミール）를
제공하며 도시락의 매뉴는 매일 바뀐다. 또한 지역의
신선제품을 매장에 판매하여 시니어의 편의를 돕고 있다.
시니어를 돌보는 스마트제품이 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미마모리에( ミ マ モ リ エ )는 움직임과

https://www.stat.go.jp/data/topics/topi1211.html
2. 미국통계청 An Asing World:2015
https://www.stat.go.jp/data/topics/topi1211.html
3. 일본ADK마케팅 솔루션 주식회사
https://www.adk.jp

실내온도를 센서로 감지하는 액자로 NTT 도코모의
통신기반을 이용하여 움직임이 평소와 다를 경우
분석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림한다. 평소에는

4. 일본 야마토 운송회사, 프로젝트 G 고령자를 택배로
지키자 운동

디지털액자로 사용하며 긴급시 상단의 버튼을 눌러

https://www.yamato-

위험을 알릴 수 있다.

hd.co.jp/csr/higlights/2016highlights02.html
5. 고령자를 지키는 미마모리에 전자액자
https://www.mimamorie.jp/
6. 村田裕之,成功するシニアビジニス教科書, (2014),
25-28.
7. 挽地信孝,3000万人100兆円シニア市場と絆ダイレ

그림 3 가족과 독거노인을 연결하는 미마모리에 디지털액자

クトマーケティング (2018), 40-43.
8. 斎藤 徹, 超高齢社会マーケティング: 8つのキー

고령자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가족앨범에 업로드 할 수

ワ ー ド で 攻 略 す る 新 ・ 注 目 市 場 の 鉱 脈 (2014),

있는 Wellnote 앱은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사진을

239-251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는 앱으로 고령자의 셀피 및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는 강습을 진행하여 사용자를 늘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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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가 지속되면 치매까지 악화 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치매는 환자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매 진단 이후 치료비용 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시된다[1]. 치매

요약문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노화에 따른 정신기능 악화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정신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정서와 정신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리검사를
통해 이러한 정서 및 정신기능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정신기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례를 통해 기존
심리검사 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후
심리검사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리검사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고안하게 되었고,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각 검사들의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고령자용 디지털 심리검사
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및 정신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격,
지능 등을 측정하여 본인의 정서 및 정신기능이
어느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 심리검사를 활용하면 고령자의
정신기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리검사를 활용해 정신기능의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나아가 쉽고 효과적인 방식의 심리검사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정신기능의 유지 및 강화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고령자 정신기능 측정이 가능한
심리검사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고, 분석을 통해 고령자 정신기능
측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검사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심리검사들이
제한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과, 전문가의
필수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발견하였다. 이에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의 관점에서
기존의 검사 방식을 탈피한 디지털 방식의 심리검사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UX
디자인 관점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심리검사 콘텐츠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고령자, 심리검사,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경험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 의학 기술 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현대사회 인구의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류가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령자의 경우 건강관리가 쉽지 않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의 저하와 함께
정신기능의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정신기능의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고령자용 디지털 심리검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로,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심리검사 유형을 조사한 후 검사 유형별 디지털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심리검사 사례조사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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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 두 가지

첫째, 심리검사에 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유형별 심리검사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조사를 진행한 검사들의 특성을
참고하여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도출하고, 기존
심리평가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의 증진 측면에서 심리검사 콘텐츠가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형에 해당하는 심리검사법의 대표적인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검사 모두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랜 시간 변화 없이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아래 6 가지 항목으로 표를
구성하여 심리검사 사례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1. 검사 목적
2. 검사 대상
3. 검사자 동석 여부
4. 디지털화 가능성과 방안
5. 검사의 디지털화 시 장점
6. 검사의 디지털화 시 한계점

그림 1 연구 방법 및 순서

2. 심리검사의 이론적 배경

3. 객관적 심리검사 사례 분석 및 특성 분류

2.1 심리검사란?

3.1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MMPI)

심리검사란 한 개인의 지능, 성격 등을 측정하여 그
사람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수검자에게 수행하는 일련의 심리학적 측정
절차로, 이를 통해 정신 병리나 개인차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임상가에 의해
수행된다[2].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장면에서 환자들의 정신 병리를 더 신뢰할 만하고
효율적으로 진단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오늘날에는 진단 평가 도구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의 성격 특성, 정서적 적응 수준,
검사에 임하는 태도 등 다양한 심리 내적 영역을
양적으로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4]. 또한
문항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용이하며, 최근에는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
오디오 버전 등이 개발되었다. 검사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디지털화 가능성은 높지만 단순히 검사를 진행하는
매체만 변경되는 것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2.2 심리검사의 유형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아날로그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연령에게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치매 예방을 위한 정신기능 측정 및 뇌 손상
여부의 발견 차원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심리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로 나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심리검사의 절차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고, 또한 평가와 해석이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3]. 객관적
검사의 경우 검사 방법이 구조화되어 있어
실시하기에 수월하고 결과 해석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평가자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개인차 평가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2]. 반면 투사 검사는 개인이 모호한
자극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바탕을 두고 그
개인의 동기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간략한

표 1.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MMPI)의 특성

지시만을 바탕으로 수검자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2].
그러나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3].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 모두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검사의 유형으로, 각각의 검사를

목적

정신 질환, 성격 특성, 정서적 적응 수준 측정

대상

청소년, 성인

검사자 동석

수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 확인, 격려 등을

여부

위해 검사자 동석 필요

디지털화

단순 문항 검사이기 때문에 디지털화 가능성이

가능성과

높지만 검사자의 역할 대체 방법 필요, 검사 수행

방안

및 채점 방식의 디지털화 가능

디지털화 시

문항 검사의 특성상 디지털화 시 문항 체크와 채점

장점

및 결과 분석에 용이

디지털화 시

단순 사용 매체 변경에 불과할 수 있는 한계 존재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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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WAIS-IV)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는 동일한 연령 집단 내에서
개인이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편차지능지수를 사용하는 검사이며, 지능의 언어적인
측면과 비언어적인 측면 모두를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지능검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
더불어 개인의 성격을 반영하는 역동적인 검사로
평가된다[7]. 검사는 총 15 가지의 소검사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데이터의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MMPI 검사 방법 및 순서와 디지털화 방안

3.2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여 현재까지도 학교나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검사이다[5]. 검사지는
모두 9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가지 척도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는 네
가지 지표를 알파벳으로 표시하여(예, ISTJ) 결과
프로파일에 16 가지 성격 유형으로 제시한다[6].
현재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편한 방식의 검사이고 이미
디지털화가 완료된 검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된 디지털화를 통해 검사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3.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WAIS-IV)의 특성

성격 유형 검사

대상

청소년, 성인

검사자 동석

검사자 없이 진행 가능

성인 지능, 인지 능력 측정

대상

성인

검사자 동석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자 동석 필요

여부
디지털화

다양한 검사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의

가능성과

디지털화

방안

아날로그 키트의 디지털화를 통해 검사의 효율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에

사용되는

증대시킬 수 있음

표 2.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검사의 특성
목적

목적

디지털화 시

검사에 필요한 많은 아날로그 키트를 디지털화

장점

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디지털화 시

디지털

한계점

대체하지 못한다면 효용 저하가 우려됨

콘텐츠에서

검사자의

역할을

완벽히

여부
디지털화

문항 검사이기 때문에 디지털화 가능성이 높음,

가능성과

검사 진행 및 결과 확인 과정 전반의 디지털화

방안

가능

디지털화 시

디지털화 시 편리한 문항 체크와 채점, 결과 확인

장점

가능

디지털화 시

MMPI 와 마찬가지로 단순 사용 매체 변경에

한계점

불과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

그림 4 WAIS-IV 검사 방법 및 순서와 디지털화 방안

4. 투사 심리검사 사례 분석 및 특성 분류
4.1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RIBT)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는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로르샤흐가 잠재된 개인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개발한
검사법으로, 잉크를 떨어뜨려 만들어진 대칭적
모양의 그림 10 장(흑백 5 장 + 컬러 5 장)을
피험자에게 보여 주고 그 그림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개인의
심층적인
내면세계를

그림 3 MBTI 검사 방법 및 순서와 디지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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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8]. 카드를 이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카드 데이터를 관리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디지털화가 효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존재한다.
표 5. 집-나무-사람 검사(HTP)의 특성
목적

표 4.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RIBT)의 특성

성격, 행동 양식 및 대인관계, 지적 수준, 정신장애
파악

목적

정서, 사고방식, 성격 구조 분석

대상

무관

대상

무관

검사자 동석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자 동석 필요

검사자 동석

여부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자 동석 필요

여부
디지털화

카드를

가능성과

가능성이 높음, 다양한 카드 콘텐츠를 보유하는

활용하는

방안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의

특성상

디지털화가

디지털화

이루어졌을

시

디지털화

그림검사의

가능성과

스크린을 이용하는 그림 그리기 방식의 디지털화

특성상

모바일

및

패드의

터치

방안

가능

디지털화 시

아날로그 형태의 제한적인 그림 그리기 방식 및

콘텐츠 활용의 효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장점

데이터 관리 방식 개선 가능

디지털화 시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을 시 많은 양의 카드 데이터

디지털화 시

투사 검사의 특성상 검사자의 역할을 대체할 방안

장점

관리가 용이해짐

한계점

모색 필요

디지털화 시

검사자의 해석이 중요한 검사로, 검사자의 역할을

한계점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면 효용 저하가 우려됨

그림 6 HTP 검사 방법 및 순서와 디지털화 방안
그림 5 RIBT 검사 방법 및 순서와 디지털화 방안

4.3 실버 그림 검사(SDT)
실버 그림 검사는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1983 년에 실버(Silver)가 개발한
검사로, 자극그림카드(stimulus drawing card)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사람, 동물, 물건, 장소 등 다양한
소재를 직접 선택하여 조합 · 구성할 수 있는 그림

4.2 집-나무-사람 검사(HTP)
집-나무-사람 검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검자가 그린 집과 나무와 사람 그림을 통해
임상가가 수검자 내면의 욕구나 감정, 생각 등을
해석하는 투사 검사이다[2]. 그림을 해석할 때는
그림의 위치나 크기, 그린 순서, 필압, 세부 묘사, 대칭,
왜곡, 지우기, 검사에 대한 태도나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한다[2]. HTP 검사는 직접 그림을 그려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종이와 연필을 통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수정이 쉽지 않고, 개개인의 그림 실력의 차이가
검사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그림을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고, 그림 실력이
낮더라도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리기 방식을
통해 그림 그리기 테스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림 실력과 관계없이 본인이 의도한 그림
표현이 가능해지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투사 검사의 특성상 검사자의 역할을 디지털로

검사다[6]. 실버 그림 검사의 특징은 언어적 방법을
탈피하여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6]. 실버 그림 검사도 그림을 활용한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HTP 검사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를 통해 그림 그리기 테스크 진행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사자의 역할을
디지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표 6. 실버 그림 검사(SDT)의 특성
목적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측면 측정

대상

무관

검사자 동석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자 동석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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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투사 심리검사 디지털화 방향 제시

디지털화

HTP 검사와 마찬가지로 그림 검사의 특성상

가능성과

모바일 및 패드의 스크린의 터치를 이용하는 그림

방안

그리기 방식의 디지털화 가능

디지털화 시

아날로그 형태의 제한적인 그림 그리기 방식 및

장점

데이터 관리 방식 개선 가능

디지털화 시

투사 검사의 특성상 검사자의 역할을 대체할 방안

쉽고

한계점

모색 필요

수검자에게 제공

항목

디지털화 방향

검사 진행 측면

-

그림, 카드와 같은 투사 검사의 콘텐츠를
모바일 및 패드와 같은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시켜 아날로그보다

-

다양하며

업데이트를

흥미가

통해

추가하고

기존

지속적인

사용을

높은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콘텐츠를

보완하여

유도하고

보관된

수검자의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난이도를
조정하여 제공
결과 해석 측면

-

검사자의 역할을 디지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한 기준을
콘텐츠별로 개발해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그림 7 SDT 검사 방법 및 순서와 디지털화 방안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수 있는 투사 검사 결과를 일정하고

5. 고령자용 디지털 심리검사 콘텐츠 개발 방향
제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 기술

사례조사 연구를 통해 정의한 심리검사의 디지털화를
위한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날로그 방식과
차별화 된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살려 검사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검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참고 및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자료와
검사가 완료된 데이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심리검사 콘텐츠가 효용을 갖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도움 없이 고령 사용자 혼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고 검사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리검사 사례조사 연구를 통해 심리검사의 유형과
특성 등 심리검사의 전반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기능 수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고령자의 정신기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아날로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의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어 효용 및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날로그 콘텐츠를
고수하는 것은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행태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심리검사 콘텐츠보다 효용 및 사용성이
증대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써,
실제 심리검사 사례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심리검사에서 디지털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어떻게 디지털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진행될 후속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디지털 심리검사 콘텐츠 설계 및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발전방향을 객관적 심리검사와 투사 심리검사 2 가지
유형으로 아래의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7. 객관적 심리검사 디지털화 방향 제시
디지털화 방향

검사 진행 측면

심리 검사에 이용되는 문항과 같은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제공해 문항
선택과 수정 과정이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

결과 해석 측면

디지털 해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빠르게 검사를
해석하고

진단하여

수검자에게

결과를

제공하고, 결과 데이터 보관을 통해 비교 분석에
활용
관련 기술

터치 스크린, AI 분석, 빅데이터, AR, VR

6. 시사점 및 결론

또한 고령자용 디지털 심리검사 콘텐츠가 추구해야할

항목

해석 기준 개발을 통해 주관적으로 해석될

있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데이터 수치화, 빅데이터,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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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comed to both of the content providing services

Conventional genre taxonomies are the most widelyused

features

for

explaining

the

results

of

recommendation and retrieval services for users.
However, they are not appropriate to the modern
media industry that transmedia and complex genres
are generalized. In this study, we validate this notion
by comparing the genre-based similarity between
movies with similarity measured by computational
narrative analysis techniques. Through this
validation, we exhibit the necessity of analyzing the
content of narrative multimedia in order to deal with
eXpalinable

AI

(XAI)

paradigm,

rather

than

employing external data (e.g., genres and other
metadata).

Keyword

and the user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metadata or user
history is not effective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 services that deal with narrative multimedia. And,
we attempt to exhibit that those services have to
employ more semantic features, which come from
the content analysis. Among the external features,
which are difficult to

reflect the content of

multimedia, this study focuses on genres. In the new
media era, transmedia and complex genres are not
unusual. And, the conventional genre taxonomies are
not enough to make us estimate the content. We
validate this notion through a user survey and simple
computational analysis.

2. Measuring Similarity between Stories

Computational Narrative Analysis, Explainable
Recommendation, Genre Taxonomy, Narrative
Multimedia.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stories in narrative multimedia computationally. For
applications of this research field, a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measure the similarity between stories

1. Introduction
Although various studies [1-7]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content of narrative multimedia (i.e.,
creative works that contain stories), the content
providing
services
(e.g.,
retrieval
and
recommendation) still only provide their results with
interpretations based on metadata or user history.
For example, Netflix1 explains its results by mainly
using genres, user history, formats, etc. This
explanation is ineffective not only to interpret its
results but also to make users expect or estimate the
content of narrative multimedia. If users repeatedly
start to watch some movies and realize that they are
not matched with their preference, it is obviously not

automatically [1-4,6]. In this section, we briefly
introduce
them.
And,
by
comparing
the
computationally measured similarity with genrebased similarity, we validate the genre taxonomies
are less effective than content-based features for
making users estimate the content of narrative
multimedia.
2.1 Character Networks
Most of the studies for analyzing narrative
multimedia are based on the character network,
which is a social network between characters that
appeared in the narrative multimedia.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focused on physical features,
they are difficult to deal with the diversity of media
and formats.

1

https://www.netfl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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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

network-based

studies

analyze

For this experiment, we collected story similarity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and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between 104 real movies from 50 human evaluators,
which consist of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of

techniques. Although these studies do not conside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eanings of each relationship, they analyze
changes in relationships used to describe the content

Chung-Ang University. Genres and other metadata
of movies were acquired from IMDb. For the genre

of stories.

taxonomy, we followed 22 genres used in IMDb 2 .
The story similarity measurements [1,3,4] were
calculated based on character networks composed by

2.2 Major Event-based Similarity
A few studies [1,2] have attempted to measure story
similarity based on major events in stories. They

CharNetBuilder 3 based on scripts collected from

detected major events by using significant changes in

IMSDb4.
We assessed the accuracy of the genre-based and

character networks. Then, the similarity between
stories was measured based on the involvement of

character network-based similarity measurements by

characters for the major events. This approach is

using MAE (Mean Absolute Error), PCC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andard deviation of

effective for revealing storylines in a story. The
involvements of characters reflect whether the story

absolute errors. Table 1 pres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concentrates on a single storyline or is led by
multiple storylines.

Table 1. Accuracy of Story Similarity Measurements.

2.3 Structural Features of Character Networks

Metrics

Genre

[1]

[3]

[4]

Structures of character networks are an overview of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Lee et al. [3] have

MAE

0.37

0.31

0.44

0.13

measured story similarity by directly comparing

PCC

0.71

0.56

0.38

0.89

character networks. To compare character networks,
they applied dimensional reduction methods. This

S.D.

0.19

0.15

0.20

0.08

method is simple and easy to implement. However,
this method could not exhibit enough accuracy [4].
Lee [4] has resolved this problem by using graph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genre-based
similarity had similar accuracy with [1] and [3], but

embedding techniques. He has represented structures

outperformed them in terms of correlation with

of character network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s
with a vector. The vectorization enables us to

human perception. However, at the same time, [4]
remarkably outperformed the genre-based similarity

measure

in all the three metrics. The conventional genre

story

similarity

with

various

vector

taxonomies roughly categorize narrative multimedia.
This manual categorization can have a similar

similarity measurements easily.

tendency to human perception. However, as shown

3.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section, we validate whether the conventional
genre taxonomies are effective to estimate the
content of narrative multimedia. We measure the

in the performance of [4], its accuracy cannot
outperform a detailed analysis for each story.
The result of [1] exhibits that analysis based on
major events and storylines is not close to the

similarity between movies in terms of their genres by
using the Jaccard index since the movies are usually
included in multiple genres. Then, we assess the
genre-based similarity by measuring its correlation
with user perception for the similarity of movies.

2

https://www.imdb.com/

3

https://github.com/O-JounLee/CharNetBuilder

4

https://www.imsdb.com/

- 787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perception of users. Although [1] showed a lower

2. John, M., Lohmann, S., Koch, S., Worner, M.,

MAE and standard deviation of absolute errors, its
correlation with human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and Ertl, T. (2016). Visual analysis of character
and plot information extracted from narrative

lower than the genre-based similarity.

text. In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maging
and Computer Graphics (VISIGRAPP 2016),

Finally, by comparing [3] and [4], we can see that
structures of character networks are useful for

volume 693 of Communications in Computer and

measuring story similarity, but simply applying

Information Science, pages 220–241, Rome,

dimensional reduction and comparing each relation
in the networks are not reasonable.

Italy. Springer.
3. Lee, O.-J., Jo, N., and Jung, J. J. (2018).
Measuring character-based story similarity by

4. Conclusion

analyzing movie scripts. In Proceedings of the 1st
Workshop on Narrative Extraction from Text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sis for the results
exhibited that the character network-based

(Text2Story 2018) co-located with the 40th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Retrieval
(ECIR 2018), volume 2077 of CEUR Workshop

measurements are more efficient in estimating story
similarity than the conventional genre taxonomies.
This result underpins that the conventional genres

Proceedings, pages 41–45, Grenoble, France.
CEUR-WS.org.

are not enough to provide explainable services for
providing narrative multimedia. In further studies,
we will attempt to computationally compose a genre

4. Lee, O.-J. (2019). Learning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Character Networks for

taxonomy, which is adequate for the modern media

Computational Narrative Analytics. PhD thesis,

industry.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5. Bost, X., Labatut, V., Gueye, S., and Linare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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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요약문

근육량은 2~30 세를 기준으로 매년 약 1%씩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는 질병인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60‧70 대 노년층이 되면

근감소증이 주목받고 있다. 근감소증은 청장년기
건강관리

부족과

노화로

인한

근육

2~3%씩 급격하게 감소된다고 한다(Jang, 2018).

손실로

이러한 근육량의 감소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망

발생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년층에게도

위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낙상,

근육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그들 스스로

대사질환, 연하곤란 등 심각한 이차적 질병을

적합한 운동을 찾아 신체를 단련시키는 데에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수이다. 따라서, 본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운동에

연구는 노화에 따른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방 및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과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개선할 수 있는 피트니스 제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스마트 저항밴드 제품을

위해 첫째, 문헌 조사 및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제안하였다. 근력과 근육량 증진에 효과적인 저항성

근감소증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진단 방법 기준과

근력 운동을 위해 탄성밴드 운동을 접목시켰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 근감소증과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을 완화하고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사례들을 살펴보고

하였다. 스마트 저항밴드를 이용하여 운동할 시,

분석하였다. 셋째,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파악된

로드셀과 중력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 운동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횟수를 측정하여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표시할 수

통해 실질적인 니즈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 내의 진동 피드백 제공을

선행연구 분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노년층의

통해 사용자가 운동을 알맞게 진행하는지 파악할

근감소증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컨셉을 바탕으로

근감소증

작동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스마트

저항밴드

컨셉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근감소증, 스마트 피트니스, 저항밴드운동

2. 이론적 배경

1. 서 론

2-1 근감소증에의 저항성 운동 효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근감소증은 크게 골격근량, 악력 그리고 보행속도의

하나인 근감소증은 노년층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평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진단 결과가 심각한

있다. 일정 수준 이상 근육을 잃는 질병이며, 특히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뼈를 지탱하는 골격근의 기능이 연령대의 정상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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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건강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운동과 균형적인 영양 섭취이며, 특히, 저항성

참여한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하여 근감소증

운동은 근육의 기능향상과 회복에 효과적이기

유병률이 감소하였고, 걸음이 느려진 노인에서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근감소증을

사망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건강악화의

예방할

비율이

수

있다(Strasser,

2009).

저항성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정덕조와

운동(resistance exercise)이란, 신체의 국소 부위

주기찬(2003)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10 주간의

또는 전신에 중량이 부착된 기구나 탄력밴드,

탄력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을 이용하여 저항을 주어 근활동력과 근기능의

악력과 상완의 근지구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형태이다(Fiatarone M.A.

발견하였고, 탄력밴드 운동이 장애 기능 부위의

et al., 1979). 최근 노인의 근력강화를 위한 저항성

퇴행을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운동으로 고무로 만들어진 탄력밴드나 튜브와 같은

것을 밝혀냈다.

소도구 운동이 추천되고 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적으며,

3. 사용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 장소 제한 없이 운동을 할 수

3-1 인터뷰 목적 및 진행방법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웨이트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보다 비교적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용자

탄성밴드를

인터뷰하고 노인정에 계시는 80 대 이용자 인터뷰를

이용한

저항밴드운동은

노화성

니즈를

진행하였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파악하기

전문가

위하여

인터뷰는

실제

전문가를
노년층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운동을 돕는 헬스 트레이너들과

2-2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헬스장에서 만나 구두로 진행하였으며, 재활 관련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노화성 근감소증은 이차적인

정보를 위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를 방문하여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재활연구원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는 80 대 노인의 의견을

연구의

청취하기 위해 공릉동 효성아파트 경로당에서

기초자료로

근감소증과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송대진(2019)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WGS

진단기준으로

선발된

3-2 인터뷰 결과

노인여성 22 명을 대상으로 12 간의 탄력밴드

[표 1]과 같이 인터뷰를 통해 노년층이 근력 향상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골격근, 골격근

운동을 위해서는 저중량, 저강도, 소도구 운동을

지수 및 상지 근력 변화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목표로 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운동량 조절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노화성

근감소증

허준원 외 4(2017)은
위하여

또한 운동기구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거부감을

근감소증의 대표적 원인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와

줄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용자 인터뷰

운동형태에 따른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같은 경우 근감소증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고

노화성

운동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해야

근감소증의

예방

및

치료를

중재로서,

저항성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억제하여

근감소증을

발표하였다.

Jang

et

기능저하와
지연시킬
al.(2018)은

수

한다는 필요성을 이끌어냈다.

염증을
있다고

어르신들의

노쇠예방을 위한 운동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평창군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1,348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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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뷰 결과

근감소증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진단을

대상

트레이너

위해서 EWGSOP 에서 제시한 근육의 힘 측정을

Insight
- 노년층 회원은 운동 시, 대부분 근육통 호소

위한

- 노년층을 위한 추천 운동으로는 저중량,

손잡이를 이용해 악력을 측정하고, 근력 감소로

저강도 자극 위주의 운동과 맨몸 운동을 추천

판정되면 근감소증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기계적 운동기구보다 소도구 이용해 본인이

연구원

환자들이

운동기구에

대한

참고하여

저항

밴드와

강도를 조절하고, 운동 횟수 측정과 자세 가이드

- 운동 중 지속적인 교정이 필요
-

테스트를

사용자 개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춰 저항 밴드운동

운동량 조절이 가능한 운동 추천
재활

악력

정보를

거부감이

존재함으로 운동기구 디자인 변화의 필요성

제공하여

혼자서

운동을

하고

현재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근감소증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두 처음
들었다는 답변과 함께 경각심이 없는 상태
80대
노인

- 운동에 대한 흥미가 저하된 상태
- 운동을 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
- 운동에 대한 불신; 나이가 많아지면 아플
것이라는 생각과 운동은 힘들기만 하다는 생각

4. 스마트 저항밴드 컨셉
4-1 디자인 방향
근감소증과 관련된 문헌연구 분석과 사용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이 디자인
컨셉을 정리하였다.
그림 2 스마트 저항밴드 서비스 컨셉

[그림 2]와 같이 사용자는 스마트 저항밴드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감소증 간이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운동 자세
가이드를 따라 운동한다. 운동 시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제품 내의 진동 센서를 이용하여 피드백을
그림 1 디자인 컨셉 도출

제공한다. 또한, 운동 횟수와 운동량 측정을 통해

저항 밴드운동을 할 때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가시적인 목표 진행 상황을 보여준다.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꾸준하게 운동을 할

4-2 제품디자인

수 있도록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이 가능한 점검

저항 밴드 운동을 위한 손잡이 부분의 형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한국인인체치수조사를 참고하여 직경 45mm 의

있었다. 또한 사용자들이 근감소증과 이를 진단할

크기로 기준을 만들어 진행하였고, 악력이 약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노인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였다.

운동할

시

손잡이를

놓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잡이가

따라서 저항성 밴드운동을 위한 제어핸들을 통해

걸릴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근감소증 간이진단과 운동자세 가이드 및 건강

3]과 같이 형태에 관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3D

상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안하였다.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최종 디자인은 기존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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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운동 손잡이가 가지는 직선적 디자인 형태를
벗어나 손에 부드럽게 잡힐 수 있는 유선형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리콘 마감을
더하여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탈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원하는 강도의 밴드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손잡이와 밴드를 분리시켰다. 또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밴드를 당기는
힘을 통해 팔 근육의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워킹 프로토타입 실물과 제품 내부

[표 2]와 같이 부품은 아두이노 나노(Arduino
Nano)를

정보처리장치로

선택하였다.

스마트

저항밴드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을
위하여
그림 3 다양한 비례의 스터디 목업과 3D 모델링

제시한

컨셉을

저항밴드의

힘과

로드셀과

이를

모듈(HC06)이
운동량을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측정하기

구동하기

Converter(Hx711)가

4-3 워킹프로토타입
앞에서

블루투스

위하여

위한

사용되었으며

AD
제품의

이동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6 축 중력 가속도

근감소증

센서(MPU6050)가

간이진단이 가능하고, 밴드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을

사용되었다.

또한

제품을

사용하며 운동할 때 진동 모터를 이용해 진동으로

통해 개선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그림 4]과 스마트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저항밴드[그림 5]를 구현하였다.

표 2 제품 내 부품과 기능
부품
① 아두이노 나노

센서의 값을 모아 정보처리 기능

② 블루투스 모듈

센서의 값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통신 기능

(HC06)

③ 진동모터

④ 중력 가속도
센서(MPU6050)
⑤ AD Converter
(Hx711)

그림 4 스마트 저항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⑥ 로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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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키넥트 V2 에서 제공하는 관절 좌표, 관절의
회전 정보,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를 발견하고 보정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의 회전 운동을 선형 보간을 통해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골격 정보를 저장한다. 이 작업은 처음 시작 할 때
한번만 진행된다. 두 번째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관절의 좌표 정보와 신체 깊이 지도 정보를 저장한다. 세
번째로 신체 깊이 지도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로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를 찾아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해 보정한다. 만약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가 없다면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다섯
번째 보정 전의 좌표 값에 대한 회전 정보를 보정 후의
좌표 값에 대한 회전 정보로 변환한다. 여섯 번째

Kinect, 가상현실, Body depth map, range of motion

정상적인 좌표 혹은 보정된 좌표들의 회전 정보가

1. 서 론
현실 세계의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몸에

신체의 관절이 가능한 운동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정한다.

센서를 부착하여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Xsnes MVN[1],
Cyberith Virtualizer[2] 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센서를 몸에 부착하지 않고 카메라 혹은 센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Leap Motion[3]. Kinect[4] 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첫 번째 방법에 비해 환경
구축이 쉽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된 동작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체 깊이 지도 (Body depth
map)와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와 회전운동을 보정하는

그림 1. 시스템 처리 절차

방법을 제안한다.

2.2 신체 깊이 지도 전처리

2. 본론

키넥트 V2 에서 추출된 신체 깊이 지도는 그림 2(a)와

2.1 제안 시스템 처리절차

같이 잡음이 섞여있다. 이렇게 잡음이 섞여있는 경우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와 회전운동을
보정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진행 절차를 가진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T 자세를 취하고 사용자의 기본적인

비정상적인 관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2(b)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처리
필터의 매개변수는 512x414 의 이진화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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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 연산은 영상에서 작은 구멍을 메우고 객체의

위해 관심 영역을 지정한다. 양 팔과 양 발의 관절 중

크기와 모양을 보존하는데 유용하다.

부모 관절과 자식 관절을 각 1 개씩 지닌 [오른쪽 팔꿈치,
손목, 골반, 무릎] 관절은 그림 3(b)와 같이 부모와 자식

 중간 값 필터
커널 내의 픽셀들을 확인하고 이를 밝기 값 순으로
정렬하여 중간에 해당하는 밝기 값을 현재 픽셀에
넣어준다. 이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고 인체의 형태를
완성시킨다.
그림 2 는 신체 깊이 지도의 전처리 과정의 전과 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a)는 전처리 과정 전, (b)는
전처리 과정 후를 보여준다.

주변에 추적 영역을 생성하고 각각의 추적 영역에
겹치는 공통 영역 범위를 최종 관심 영역으로 선택한다.
가장 말단에 위치한 [왼쪽 팔꿈치, 손목, 골반, 무릎]
관절은 부모의 관절 주변에 추적 영역을 생성하고 관심
영역으로 지정한다. 네 번째로 관심영역에서 관절
좌표를 추정하고 최종 관절 좌표를 얻는다. 관절 좌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심 영역 좌표들의 깊이 정보와
초기 T 자 자세를 통해 얻어진 인체 골격의 관절 정보를
알아야한다. 관심 영역의 깊이 정보는 식(3)을 통해 얻을
수 있다.
v=k

𝑧
𝑧𝑓𝑎𝑟

(∵ 𝑘 = 255, 𝑧𝑓𝑎𝑟 = 2500𝑚𝑚)

(3)

여기서 v 는 신체 깊이 지도의 깊이 값을 의미하며 k 는
(a) 전처리 과정 전

가장 밝은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z 는 현재 깊이를
𝑧𝑓𝑎𝑟 는 가장 먼 깊이 값을 의미한다.

(b) 전처리 과정 후

그림 2 신체 깊이 지도

그림 3 (c)와 같이 관심 영역의 깊이 정보와 초기 인체

2.3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한 보정
가장 행동이 많고 인체의 겹침이 많은 양 팔과 양 발의
비정상적인 좌표 값을 찾고 보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체 깊이 지도를 사용한다. 신체 깊이

관절 정보를 식(4), 식(5)를 이용해 만족하는 후보 관절
좌표 위치 값 ⃗⃗𝑃𝑖 = (𝑋, 𝑌, 𝑍) 을 추정한다. 가장 말단에
위치한 관절의 경우는 식(5)을 만족하는 후보 관절 좌표
위치 값을 추정한다.

지도는 0~255 까지의 값을 가지는 8 비트 흑백영상으로
0 은 가장 먼 곳으로 설정된 깊이 값을 지니는 값이며
255 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설정된 깊이 값을 지니는

̅̅̅̅̅
𝑃𝑖 𝑃𝑝 = ̅̅̅̅̅̅
𝑃𝑝′ 𝑃𝑚

(4)

̅̅̅̅̅
𝑃𝑖 𝑃𝑐 = ̅̅̅̅̅̅
𝑃𝑐′ 𝑃𝑚

(5)

값이다. 첫 번째로 관절의 좌표를 보정하기 위해서
3D 상의 관절 좌표 값 P(X, Y, Z)를 식(1), 식(2)를 통해

여기서 𝑃𝑖 는 관심 영역의 각 픽셀들의 3 차원 좌표를

2D 상의 좌표 p(x, y)로 변환해야한다.

3 차원 자식 관절 좌표, 𝑃𝑚 은 초기 골격에서 측정된 현재
보정 중인 관절에 해당하는 좌표, 𝑃𝑝′ 는 𝑃𝑚 의 3 차원 부모

x=

(𝑋 − 𝑐𝑥 )𝑍
𝑓𝑥

(1)

y=

(𝑌 − 𝑐𝑦 )𝑍
𝑓𝑦

(2)

의미하며 𝑃𝑝 는 𝑃𝑖 의 3 차원 부모 관절 좌표, 𝑃𝑐 는 𝑃𝑖 의

관절 좌표, 𝑃𝑐′ 는 𝑃𝑚 의 3 차원 자식 관절 좌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그림 3(d)와 같이 비정상적인 좌표와 가장
가까운 후보 보정 관절 위치 값 ⃗⃗𝑃𝑖 을 최종적인 보정 관절
위치 값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X, Y, Z 는 3D 상의 관절 위치 값을 의미하며 x,
y 는 2D 상의 관절 좌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𝑐𝑥 , 𝑐𝑦 는
키넥트 V2 의 주점(Principal point)을 𝑓𝑥 , 𝑓𝑦 는 키넥트
V2 의 초점거리(focal length)를 나타낸다.

그림 3 은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관절의
좌표를 보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빨간색 점은
실루엣 안쪽에 위치한 정상적인 관절 좌표를 초록색
점은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를, 파란색 점은 비정상적인
관절의 부모 관절 좌표를, 하늘색 점은 관심 영역 내에서

두 번째로 관절이 인체의 윤곽을 벗어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절의 2D 좌표 위치의 신체 깊이 지도 값에

찾은 후보 좌표들을, 보라색 점은 보정된 관절 좌표를
나타낸다. (b)의 이미지에서 노란색으로 나타난 영역은

접근한다. 신체 깊이 지도 값이 0 일때는 실루엣을

중첩된 관심 영역을 나타낸다.

벗어난 관절 좌표의 값으로 비정상적인 관절의 좌표
값으로 간주되 그림 3(a)와 같이 초록색 점으로
표시된다. 세 번째로 실루엣을 벗어난 관절을 보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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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의 크기 θ 를 식(9), (10)을 이용해서 구한다. 네
번째로 식(11)을 이용해서 두 벡터 ⃗⃗⃗
𝐴′ , ⃗⃗⃗⃗
𝐵′ 사이의
쿼터니언 좌표계상 회전 정보 𝑄 ∠𝐴𝐵⃗ 를 구한다.
최종적으로 식(12)을 이용해서 보정된 관절 j 의 오일러
좌표계상 회전 정보 𝐸 𝑗 를 구한다.
(a) 비정상 관절 좌표 발견

(b) 관심 영역 지정

2.5 ROM 을 이용한 보정
관절 가동 범위는 (Range of Motion, ROM) 신체의
관절이 가능한 최고의 운동 범위를 칭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절이 비정상적인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5.6]. 키넥트
V2 를 이용해 관절 가동 범위를 구하기 위해 20 대의

(c) 후보 관절 좌표 추정

남자 3, 여자 2 명의 사용자가 관절 마다 가능한 회전
운동을 시행한다. 이때 키넥트 V2 는 수행자의 동작을

(d) 최종 관절 좌표 지정

그림 3.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한 보정 처리 과정

인식하고 매 프레임 𝑡 마다 해당 관절 j 을 추적하여
각각의

2.4 Rotation 추정

𝑗

키넥트 V2 는 신체 동작 정보를 넘겨 줄 때 관절 좌표와
회전 정보를 넘겨준다. 여기서 회전 정보의 경우 보정 전
잘못된 좌표의 회전 정보임으로 보정 된 좌표의 회전
정보를 추출해야한다. 회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식(6), (7)을
이용해 보정된 관절 j의 위치 𝑃′ 와 이 관절의 부모 관절
j − 1의 위치 𝑃𝑝 을 잇는 벡터 𝐴, 그리고 𝑃′ 와 이것의 자식
⃗ 을 구한다. 두 번째로
관절 j + 1의 위치 𝑃𝑐 을 잇는 벡터 𝐵
⃗ 의 좌표계를 전역 카메라
식(8)을 이용하여 두 벡터𝐴, 𝐵
좌표계에서 부모 관절 j − 1의 좌표계로 변환해 벡터 ⃗⃗⃗
𝐴′ ,
⃗⃗⃗⃗
𝐵′ 를 구한다. 여기서 ∅, θ, ψ는 부모 관절 j − 1에서의
𝑗−1

𝑗−1

𝑗−1

회전 정보 𝑅𝑗−1 (𝑅𝑥 , 𝑅𝑦 , 𝑅𝑧 )의 세 성분을 나타낸다.
⃗⃗⃗′ , ⃗⃗⃗⃗
세번 째로 두 벡터 𝐴
𝐵′ 사이의 회전축의 방향 𝑒 과

이동
𝑗

𝑗

및

회전

정보

𝑗

𝑗

𝑗

T(𝑥𝑡 , 𝑦𝑡 , 𝑧𝑡 ),

𝑗

R(𝑤𝑡 , 𝑥𝑡 , 𝑦𝑡 , 𝑧𝑡 ) 을 제공한다. 키넥트 V2 에서 제공되는
𝑗
𝑗
𝑗 𝑗
R(𝑤𝑡 , 𝑥𝑡 , 𝑦𝑡 , 𝑧𝑡 )은

회전 값
4 차원 쿼터니언 좌표계로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일러 좌표계
E(𝑥, 𝑦, 𝑧)로 변환한다. 관절별 시간 축 오일러 회전각
𝑗

𝑗

𝑗

R(𝑥𝑡 , 𝑦𝑡 , 𝑧𝑡 )의 최대, 최솟값 XYZ 순서로 회전 운동을
𝑗

𝑗

𝑗

구한다. 관절 회전 값 R(𝑥𝑡 , 𝑦𝑡 , 𝑧𝑡 ) 정상 범위는
E(𝑥, 𝑦, 𝑧) ∈ (−𝜋, 𝜋) 성질상 값의 부호가 반전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 3 개의 복수 구간이 되도록 설정했다. 각
관절 회전 값이 키넥트 카메라로 촬영한 실험 데이터의
𝑗

𝑗

𝑗

관절 회전 값 R(𝑥𝑡 , 𝑦𝑡 , 𝑧𝑡 ) 중 하나라도 해당 구간을
벗어날

경우

이전

𝑗
𝑗
𝑗
𝑗
R(𝑤𝑡−1 , 𝑥𝑡−1 , 𝑦𝑡−1 , 𝑧𝑡−1 )

프레임의

값

로 대체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구현한다.

𝐴 = ⃗⃗⃗⃗⃗⃗
𝑃𝑝 𝑃 = 𝑃 − 𝑃𝑝

(6)

⃗ = ⃗⃗⃗⃗⃗⃗
𝐵
𝑃𝑃𝑐 = 𝑃𝑐 − 𝑃

(7)

⃗⃗⃗⃗
⃗⃗⃗⃗
𝐴′𝑥
𝑐𝑜𝑠ψcosθ 𝑐𝑜𝑠ψsinθ sin∅ +𝑠𝑖𝑛ψ𝑐𝑜𝑠∅ −𝑐𝑜𝑠ψ𝑠𝑖𝑛θ𝑐𝑜𝑠 + 𝑠𝑖𝑛ψ𝑠𝑖𝑛∅ 𝐴𝑥
[⃗⃗⃗⃗
𝐴′𝑦 ] = [−𝑠𝑖𝑛ψ𝑐𝑜𝑠θ−𝑠𝑖𝑛ψ𝑠𝑖𝑛θ sin∅ + 𝑐𝑜𝑠ψ𝑐𝑜𝑠∅ 𝑠𝑖𝑛ψ𝑠𝑖𝑛θ𝑐𝑜𝑠 + 𝑐𝑜𝑠ψ𝑠𝑖𝑛∅ ] [⃗⃗⃗⃗
𝐴𝑦 ]
𝑠𝑖𝑛θ
−𝑐𝑜𝑠θ𝑠𝑖𝑛∅
𝑐𝑜𝑠θ𝑐𝑜𝑠∅
⃗⃗⃗⃗
⃗⃗⃗⃗
𝐴′
𝐴

(8)

𝑧

θ=

𝑧

⃗⃗⃗⃗′ ∙ ⃗⃗⃗⃗
𝐴
𝐵′
𝑐𝑜𝑠 −1 ( ⃗⃗⃗⃗′ ⃗⃗⃗⃗′ )
‖𝐴 ‖𝐵 ‖

(9)

⃗⃗⃗⃗′ × ⃗⃗⃗⃗
𝐴
𝐵′
)
⃗⃗⃗⃗
⃗⃗⃗⃗
′
‖𝐴 ×𝐵′ ‖

𝑒=(

𝜃

𝜃

𝜃

𝜃

2

2

2

2

(11)

𝑄 ∠𝐴𝐵⃗ = (𝑐𝑜𝑠 , 𝑠𝑖𝑛 ∗ ⃗⃗⃗
𝑒𝑥 , 𝑠𝑖𝑛 ∗ ⃗⃗⃗
𝑒𝑦 , 𝑠𝑖𝑛 ∗ ⃗⃗⃗
𝑒𝑧 )
∴ 𝐸 𝑗 = (𝑡𝑎𝑛−1 (

2(𝑄𝑦 𝑄𝑧 + 𝑄𝑤 𝑄𝑥 )
2(𝑄𝑥 𝑄𝑦 + 𝑄𝑤 𝑄𝑧 )
) , 𝑠𝑖𝑛−1 (−2(𝑄𝑥 𝑄𝑧 − 𝑄𝑤 𝑄𝑦 )) , 𝑡𝑎𝑛−1 (
))
𝑄𝑤 𝑄𝑤 − 𝑄𝑥 𝑄𝑥 − 𝑄𝑦 𝑄𝑦 + 𝑄𝑧 𝑄𝑧
𝑄𝑤 𝑄𝑤 + 𝑄𝑥 𝑄𝑥 − 𝑄𝑦 𝑄𝑦 − 𝑄𝑧 𝑄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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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150

본 연구에서 동작 인식은 Kinect SDK 2.0 을 이용했으며
알고리즘 개발은 C/C++를, 그리고 실시간 3D
애니메이션 형성 및 표출은 FBX SDK 2019, Open

100
50

Frame Work 0.9.8 로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실험은 키넥트 카메라로 촬영한 동작에
비정상적인 좌표를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하여 보정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이용하여

자세

및

동작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을 실행하고
그림 5 와 같이 키넥트 V2 카메라 앞에서 임의의 동작을

0
Kinect

ROM
Min

Max

BDM

BDM+ROM

Mean

그림 4. 측정된 관절 값들의 오차 그래프

수행하여 관절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림 6(a)는 보정
전의 사용자 관절 모습을 보여주며 그림 6(b)는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하여 보정한 사용자 관절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7(a)는 사람이 운동할 수 없는 범위의
회전운동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림 7(b)는 관절 가동
범위를 이용하여 보정한 사진이다. 표 1 은 실제
사용자의 관절 값과 측정된 관절들의 오차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관절들의 오차 값은 모든 관절의
오차에서 가장 작은 오차와 가장 큰 오차 값을 나타내며
평균 오차는 모든 관절의 오차를 더하고 관절의
개수만큼 나눈 값이다. 키넥트 V2 에서 제공하는 값이
가장 오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관절 가동 범위, 신체
깊이 지도, 관절 가동 범위 +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한
방법 순으로 오차율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는
관절 값들의 오차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임의의 동작을 수행하는 사용자

표 1. 실제 사용자 관절 값과 측정된 관절 값들의 오차

키넥트 V2 값

관절 가동 범위

신체 깊이 지도

신체 깊이 지도 +
관절 가동 범위

최소 오차

4

최대 오차

140

평균 오차

89

최소 오차

5

최대 오차

47

평균 오차

28

최소 오차

4

최대 오차

34

평균 오차

21

최소 오차

4

최대 오차

25

평균 오차

13

(a) 보정 전 관절

(a) 보정 후 관절

그림 6. 신체 깊이 지도를 이용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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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ve capsulitis using a Kinect,” PLoS One, vol.
10, no. 6, article e0129398, 2015.
6. F. Mortazavi and A. Nadian-Ghomsheh, “Stabilit
y of Kinect for Range of Motion Analysis in Static
Stretching Exercises,” Plos One, July, 201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0992)

(a) 보정 전 관절

(a) 보정 후 관절

그림 7. 관절 가동 범위를 이용한 보정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사용자 몸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의 관절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 깊이 지도와
관절 가동 범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관절 좌표와
회전 운동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비정상적인 관절과 회전운동을 감지하고 보정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했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의

통계에

근거한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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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ens.com/hc/en-us/articles/1150 02068414MVN-2018-New-MVN-engine-instuctions.
2. Cyberith Vitualizer [Internet] https://www.cyberi
th.com/.
3. Leap Motion [Internet] https://www.leapmotion.
com/.
4. Kinect wikipedia [Internet] https://en.wikipedia.
org/w iki/Kinect.
5. S. H. Lee, C. Yoon, S. G. Chung et al., “Measurem
ent of shoulder range of motion in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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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혈액 분석 기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골수를 영상으로 분류하는 체외 진단기기이다.
특히 백혈구 감별에서는 백혈구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저 배율에서 위치 검출이 진행되고
고배율에서 정확한 영상 획득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배율 영상에서 검출된 백혈구들의
Clustering(군집화) 및 Path Planning(경로 계획)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Node Map, Masking
기반의 Clustering 방법과 Square Region Divide
기반의
Path
Planning
방법으로
카메라
FOV(Field Of View)내에, 많은 백혈구가
포함되고 최적 경로로 이동한다. 성능 검증은 이동
거리, 계산 시간, Clustering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각각 K-Means Algorithm, DFS
Path Planning 방법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Cluster 개수, 계산 시간, 이동 거리
측면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백혈구 감별 시퀀스

혈액 분석 기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백혈구 기기 개발 방법, 백혈구 감별, 영역 분할,
적혈구 DB 구축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3].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백혈구의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혈액 분석기기에서 백혈구 감별 시퀀스는 그림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배율 촬상 경로 계획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배율 촬상 경로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번째는 Clustering 으로 저배율 영상에서 검출된
백혈구들을 그룹화 하는 것을 말한다. Cluster 의
크기는 카메라 FOV 에 따라 정해지며,
Cluster 내에 많은 백혈구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Node Map, Masking 기반의
Clustering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Clustering, Path Planning, 혈액 분석 기기

1. 서 론
혈액 분석 기기는 혈액이 도말(Smear)된
슬라이드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검출 및
분류하는 기기이다. 혈액 분석을 수동으로
진행하게 되면 혈액 전문가(의사, 병리사)가 직접
검사를 하게 된다. 수동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감별 결과 또한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기가
혈액 분석기기이다.

두번째는 Path Planning 으로 Clustering 결과로
도출된 Cluster 들을 어떤 경로로 탐색할지를
결정한다.
비슷한
문제로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가 있다. 최소 계산 시간과
최소 이동거리를 목표로 하며 Square Region
Divide 기반의 Path Planning 방법을 제안한다.

2. CLUSTERING

이 기기는 진단 보조 장비로 기존에 혈액 전문가가
수동으로 검사하던 영역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의료기기 분야 특성상 혈액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
하다. 하지만 기기 개발에 따라 혈액전문가가
수동으로 모든 샘플을 검사하는 대신 혈액
분석기기에서 감별한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할 수 있다.

2.1 흐름도
Clustering 은 인접한 개체(백혈구)들을 그룹으로
묶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N 개의 그룹을
찾는 방법으로 K-Means Clustering, EM
Clustering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의
FOV 를 Cluster 의 최대 크기로 정의하고
백혈구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Cluster 를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찾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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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백혈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Node Map 을
생성하고 무작위로 Mask 를 생성하여 Mask 내에
백혈구의 개수를 기준으로 Clustering 을 수행한다.
이 결과를 N 번 반복하여 백혈구가 가장 많은
경우를 선택한다. 자세한 시퀀스는 그림 2 와 같다.

2.4 Remove Duplication
배치된 Mask 는 각 Mask 끼리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혈액 검사 기기에서는 중첩된 백혈구를
촬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을
제거한다. 각 Mask 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
비교를 하여 중첩되는 Mask 중 백혈구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Mask 를 제거한다. 그림 5 의
오른쪽 그림이 중첩이 제거된 결과이다.

그림 2 Clustering 시퀀스

2.2 Node Map 생성

그림 5 중첩 제거 과정(좌), 중첩 제거 결과(우)

Clustering 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 백혈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Node Map 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64 by 64 크기의 Node Map 을
생성하고 각 위치에 백혈구를 표시하였다.

2.5 Calculation Result
Random Masking 과 Remove Duplication
시퀀스를 N 번 반복한다. 한 Mask 내에 백혈구가
2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2 개 이상의 Mask 개수를 기준으로
최종 결과를 선정한다.

2.6 실험 결과
실험은 Clustering 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Means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4] 저배율 영상에서 백혈구 검출
결과를 입력하고 Cluster 의 개수와 위치를
출력한다. 결과는 표 1 과 같다. 검출하는 백혈구
개수는 4 배 이상이며 계산 시간은 3 배이상
빠르다. 결과는 그림 6 과 같다.

그림 3 Node Map 생성 결과

2.3 Random Masking

표 1 Clustering 결과 비교
구분
백혈구 개수
Cluster 개수(Single)
Cluster 개수(2 개 이상)
계산 시간

Mask 의 크기는 N by N 으로 본 논문에서는 5 by
5 로 사용한다. 그림 4 의 왼쪽 그림과 같이
백혈구를 포함하는 5*5 개의 Mask 가 생성된다.
Node Map 에 위치한 백혈구를 기준으로 Mask 를
랜덤으로 배치한다.

그림 4 Mask 종류 (좌), Random Masking 결과 (우)

K-Means
22
13
6
0.151

Proposed
104
58
34
0.041

그림 6 K-Means(좌), 제안 방법(우) Cluster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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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H PLANNING
3.1 흐름도
Path Planning 은 Clustering 의 결과인
Cluster 들을 한번씩 촬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문제로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 문제가
있다.[5] 이 문제는 완전 연결 그래프로 단순히
완전 탐색으로 진행을 하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O(N!)라는 시간 복잡도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 분석 기기에
적합한 Path Plann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전체 영역을 Cluster 개수에 따라
분할한다. 분할된 지역내의 Cluster 의 Path
Planning 을 진행하고 지역의 가중치에 따라 Path
Planning 을 결과를 연결한다. 이후 Bubble Path
Interpolation 을 진행하여 최종 결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시퀀스는 그림 7 과 같다.

그림 9 Square Path Planning 결과

3.4 Calculation Distance & Create Path
하나의 분할된 영역 내에서 Path 를 계산한다. 한
영역에서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Square Path
Planning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영역, 다음 영역과
가까운 Cluster 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 때
출발점은 그림 10 과 같이 이전 영역에서 10 개의
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최적 경로로 정하고,
도착점은 다음 영역의 중간 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림 10 과 같이 계산을
진행하여 Square Path Planning 결과 순서대로
연결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그림 7 Path Planning 시퀀스

3.2 Divide Region
Clustering 결과에 따라 전체 영역을 분할한다.
Cluster 들이 많다면 16 등분, 적다면 4 등분을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더 많거나 적게 분할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8 과 같이 분할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0 Calculation Distance & Create Path 결과

3.5 Bubble Path Interpolation

그림 8 Divide Region 결과

마지막으로, 생성된 경로에서 인접한 두개의
Cluster 의 순서를 변경하여 거리가 짧은 쪽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변경이 없을 때까지 진행한다.
그림 11 은 정렬된 결과는 나타내며, 기존의 정렬
알고리즘에 비하여 효율적인 최단거리로 정렬되는
것을 검증한다. Bubble Path Interpolation 까지
진행한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사용한다.

3.3 Square Path Planning
기기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분할 된 영역 사이의
경로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그림 9 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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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DFS(Depth First Search) 방법과
비교하여 진행하였다. Cluster 50 개를 입력하고
경로를 계산한다. DFS 방법의 경우 50 개를
한번에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0 개씩
분할하여 연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실시간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계산
시간이 줄었으며, 거리는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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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시스템.” 대한 전자 공학회 하계 종합 학술
대회 (2019): 719-720.

표 2 Path Planning 결과 (Cluster 50 개 개준)
구분

DFS(10 개씩 분할)

제안 방법

계산 시간

0.11s

0.0005

거리

41971.52

43253

4. Likas, Aristidis, Nikos Vlassis, and Jakob J.
Verbeek. "The global k-means clustering
algorithm." Pattern recognition 36.2 (2003):
451-461.
5. Galceran, Enric, and Marc Carreras. "A
survey on coverage path planning for
robotics."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61.12 (2013): 1258-1276.

그림 12 Path Planning 결과

4. 결론
본 논문은 혈액 분석 기기에서 저배율 영상 내에서
백혈구 검출 후 고배율 기준 촬상 경로 계획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계산 시간과 거리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Clustering 의 경우 Node Map 기반 Masking
방법으로 K-means 대비 Cluster 개수, 계산 시간
모두 개선이 되었으며, Path Planning 은 Divide
Region, Square Path Planning 기반의 방법으로
DFS 방식 대비 계산 시간이 월등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Path Planning 의 이동거리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추후 Path
Planning 의 이동거리 최적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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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유경과 채규만(2006)은 게임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게임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문제해결능력, 대처능력 및 충동통제력이

PC 방 문화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보편적인 여가 활동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손실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게임중독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손실에

평가하여

공공기관 등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의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 차 개정판(ICD-11)에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 본인이

질병으로 등재하였고[4],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를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게임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심전도

변화의

차이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처가 자기결정권과

측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독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League of Legends’
게임을
이용하여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와

조절하기 위해서는 중독군 스스로의 감정 상태와,

특정몰입상황을 기준으로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여

생리적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독 판별에 사용되는 설문조사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정몰입상황 이후 2 분에서
중독군과 비중독군에 차이가 있었고 중독군이 특정

같은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고려하면 게임 중독을

몰입상황에서 비중독군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량적 준거 마련이

중독군과

필요하다.

비중독군의 심전도 변화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게임중독 판별을 위한 정량적 준거를 마련하는

1.2 연구 목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심박변이도(Heart rate

주제어

variability)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게임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심전도 변화 차이를 측정, 분석하는

게임중독, HRV(heart rate variability)

것이다.

1. 서 론

2. 연구 방법

1.1 연구배경

2.1 실험참가자

게임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장 병력 및 정신병력이 없는 남학생
13 명이 참여하였으며, 나이는 23 세(±3 세)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점유율의 6.7%로 세계 5 위를
차지하고 있다[1]. 최근 개최된 2018 년 자카르타·

구성되어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e-Sport 라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단순한 오락을 넘어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게임이 대중화 되면서 게임 중독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Koepp

있다.

실험참가자에게

실험에

앞서

게임중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참가자의 게임 중독 정도에 따라
중독군 7 명, 비중독군 6 명으로 구분하였다.

et

설문조사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IAT(internet
addiction test)와 국내에서 개발된 CIUS(compulsive

al.(1998)연구에서 게임이 주의력 결핍과 공격성,
기억력 문제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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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use scale)를 선정하여 중독군 선별에 대한

전후반 10 분 비교에서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0.1). 게임플레이

변별력을 높였다.

중 전후반 5 분 비교에서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에서

2.2 측정 게임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많으면서 몰입을 유도하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0.1). 둘째,
특정몰입상황인 Kill event 이후 2 분 간 비교에서

쉽고 분석 대상으로 하는 플레이어간 교전과 같은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을 선정하였으며,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Riot Games 사의 League of Legends 게임을

않았다(p>0.1). 셋째, 특정몰입상황인 Killed event
이후 2 분 간 비교에서 중독군과 비중독군사이에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의한

본 실험은 집단 간 비교로 설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중

윈도우사이즈(전체,

심박변이도의

보이는

시계열 파라미터 별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심박변이도
분석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모든 시계열 영역

event(상대편 캐릭터를 죽임), Killed event(본인
캐릭터의 죽음) 이후 2 분의 윈도우사이즈로
종속변수는

차이를

주파수영역에서 LF, HF, Total Power 와 VLF 이다.

게임플레이

전후반 10 분 및 5 분) 과 두 가지 몰입상황인 Kill

설정하였다.

확인하였다.

심박변이도 파라미터는 시계열 영역에서 SDSD,
PNNI50, PNNI20, RMSSD 와 SDNN 이며

2.3 실험설계
게임플레이

차이를

파라미터에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p<0.05). 그림 2 는 주파수 영역 파라미터
별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심박변이도 분석결과이다.

시계열

파라미터인 NN 간격 평균, SDNN, SDSD, PNNI50,
PNNI20, RMSSD, 심박수 평균과 주파수 분석

모든 주파수 영역 파라미터에서 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p< 0.1).
이는 Killed event 즉, 본인 캐릭터가 죽임을 당했을

파라미터인 LF, HF, LF/HF 비율, LFnu, HFnu,
Total Power, VLF 로 설정하였다.

때에 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심리ㆍ생리적으로

2.4 실험 과정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험은 노이즈와 실험참가자의 긴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독립된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전

실험참가자에게 실험 목적을 제외한 실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실험이 진행될 때 마다
실험장비의

신호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연습게임을 1 회 진행하여
실험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 후 5 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고 충분한 몰입유도를 위하여
플레이어의 등급이 반영되는 랭크게임을 2 회
진행하며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중추신경계와

그림 1. 시계열 영역 파라미터 별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심박변이도 평균과 표준편차, ***:p<0.01, **:p<0.05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위하여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금하였고, 흡연은 금단 현상을 고려하여
2 시간 전까지 허용하였다.
2.5 기술 통계 분석
윈도우사이즈와 특정몰입상황 이후 윈도우사이즈에
따른 중독군와 비중독군의 심박변이도 패턴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인 t-검정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첫째, 게임플레이 중 윈도우 사이즈 별 심박변이도 t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게임플레이의 전체
비교에서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그림 2. 주파수 영역 파라미터 별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심박변이도 평균과 표준편차, ***:p<0.01, *:p<0.1

확인되지 않았다(p>0.1). 그리고 게임플레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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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및 결론

3/gaming-disorder-addiction-world-healthorganization-who-icd-11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몰입상황인 Killed event 이후, 즉 심리적 압박이

5. Papousek, I., Nauschnegg, K., Paechter, M.,
Lackner, H.K., Goswami, N., Schulter, G.
(2010), Trait and state positive affect and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2 분간의 비교에서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모든
파라미터에서 중독군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파수

cardiovascular

recovery

from

experimental

academic stress, Biological Psychology 83(2)
108-115.

영역 파라미터에서 교감신경 활동의 지표로 활용되는
LF 가 중독군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 긴장,
스트레스 등 고각성상태를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6. Traina, M., Cataldo, A., Galullo, F., Russo, G.
(2011), Heart rate variability in healthy subjects,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해석과 일치한다[5, 6]. 또한

Minerva Psichiatr 227 31.

부교감 신경의 지표로 사용되는 HF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고각성상태가
되었던 신체의 회복을 위한 길항작용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시계열 영역 파라미터인 SDNN(교감신경
지표)과 RMSSD(부교감신경 지표)가 동시에 증가한
결과도 함께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몰입상황(Killed event)에서의
중독군과 비중독의 심전도 반응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 판별에 정량적 준거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심전도와 함께 뇌파 등과
같은 심리ㆍ생리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병행하여 게임중독을 보다 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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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해서 혈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증상들인 눈물방울 적혈구(Teardrop cell), 표적
적혈구(Target cell)등과 같은 혈구의 분류는 혈액
이미지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의 혈액 이미지
분석이란 혈구 검사 중 하나이고, 환자의 혈액을
슬라이드에 도말(Smear)을 하여 혈구 영상을
현미경으로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하면서 적혈구의
색상, 크기, 형태를 보고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기로 측정한 수치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혈구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한번의 검사에 현미경을 통해 천개 이상의
세포를 봐야 하므로 검사자의 피로감이 유발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검사자를 도울 수 있도록 혈액 검사 시에
검사유효부위 검출 및 세포 진단을 기계 학습을
통해 자동화하여 진단 보조기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다룬다.

요약문
체외 진단기기인 혈액 분석기[1]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 영상을 사용하여 각 세포의
종류를 분류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CBC(Complete Blood Count)에서
전달되는 적혈구, 백혈구 데이터를 참고하여 영상
기반 분석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혈액 분석기
단일
분석
방식으로는
혈액이
들어있는
슬라이드를 중배율로 촬상을 진행해 적혈구의
검출, 분류에 관한 방법을 제안한다. 적혈구
검출은 (중배율)영상을 촬상하여 얻어진 영상
특징인 색도, 채도, 밝기 등을 이용해 검출을
진행한다. 검출된 적혈구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영상적 특징을 추출하여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분류기를 통해 분류를 진행하게 된다.
적혈구의 분류 기준은 색상, 형태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르며, 한 개의 적혈구가 각
2 개이상의 분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 형태로 분류하여 각각을 5 개,
6 개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류
결과를 토대로 혈액 분석기에서 각 분류에 대한
전체 세포대비 비율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 적혈구의 검출, 영역분할, 영상특징 추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어
체외진단기기,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적혈구(Red Blood Cell), 검출(Detection), 영역
추출(Segmentation), 감별(Classification)
그림 1. 적혈구 검출, 감별에 대한 전체 블록도

1. 서 론
체외진단의 혈구검사는 환자가 가진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추적 관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혈액검사 중의 하나이다. 혈액 내 존재하는 세
가지(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세포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검사이다. 혈구
검사 자료의 경우 CBC 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전문의가 진단에 사용하지만, CBC 의
경우 각 혈구의 크기 등의 경향을 조사할 수 있을
뿐, 각 혈구의 형태, 색상을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중배율에서 촬상한
혈구 영상을 획득하고 Thresholding 을 통해
적혈구 후보군을 남기고 배경을 제거 후, 적혈구
후보군에 대한 보정을 진행한다. 그 후 적혈구
검출을 진행하고, 적혈구 검출 시에 중복을 제거,
영상 특징 추출을 위해 적혈구 영역 분할
(Segmentation)을 진행한다. Crop 된 적혈구의
영상 특징 추출 후 Classification 및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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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에 각 영상 특징을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2 와 같이 후보군을 (추출한 후에) CCA
(Connected Component Analysis)를 수행하고,
정확한 적혈구의 위치를 찾는다. 그림 3 은
레이블링 결과를 보여준다.

2. 적혈구 검출 및 분류
2.1 적혈구 검출

2.2 적혈구 분류

(중배율)영상에서
적혈구의
검출을
위하여
첫번째로 배경을 제거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 HLS 색 분포를 사용하여
영상에서의
색도,
밝기,
채도를
비교하여
Thresholding 을 진행한다[2].

일반적인 분류의 기준은 어떠한 물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진다 라는 1:1 관계로 분류를 하게
되지만, 적혈구의 경우 분류형태가 색상, 형태,
크기만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류기도 분류 형태만큼 사용된다. 각 분류되어야
할 적혈구의 정의는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적혈구 분류 방법
구분

그림 2. 적혈구 배경 제거 결과
(좌)원본 영상, (우)적혈구 후보군

적혈구 검출 Threshold 시 조건(1)의 기준으로
적혈구 검출을 진행하였고, 고배율 광학계 특성상
조명, 카메라 노출시간 등의 영향으로 영상의
특징이 세팅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정 값이
항상 맞게 정의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의 적혈구 검출 진행 시에 실험적 값인 조건
(2)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Hthres_low < HVal(x,y) < Hthres_high
Lthres_low < LVal(x,y) < Lthres_high
Sthres_low < SVal(x,y) < Sthres_high

(1)

Hthres_low = 0, Hthres_high = 255
Lthres_low = 110, Lthres_high = 233
Sthres_low = 0, Sthres_high = 132

(2)

적혈구 분류

영상

특징

Normocyte

일반적인 적혈구

Polychromasia

다양한 색상을 포함

색상

Target cell

중앙에 점이 존재

분류

Stomatocyte

센트럴 페일러가 길쭉

Spherocyte

센트럴 페일러가 없음

Basophilic
stippling

색상이 보랏빛

Normocyte

일반적인 적혈구

Schistocyte

찢겨진 모양

Burr cell

쭈굴쭈굴한 모양

Ovalocyte

길쭉한 모양

Tear drop

눈물 모양

형태
분류

표 2. 색상으로의 분류 시에, 학습 DB 개수
적혈구 종류

학습데이터 수

Spherocyte

296

Normocyte

800

Stomatocyte

24

Target-cell

230

Basophili-stippling

151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를 진행하기 위하여
세포의 색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한다.
색상으로 분류 시 RGB, HSV, Lab 와 같은
색상데이터의 평균 및 분포, 그림 5 과 같은

그림 3. 적혈구 위치 검출 결과
(좌)CCA Labeling 결과 (우)Labeling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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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section Histogram Peak 등의 영상
특징들을 이용하여 Random Forest 분류기 및
Pipeline 분류 방식에 사용하였다.

평균, 곡률의 분산등의 영상 특징들을 이용하여
Random Forest 분류기 및 Pipeline 분류 방식에
사용하였다.

그림 6. 세포 형태로의 영상 특징
(좌)세포의 장-단축 [붉은색], 타원 면적[푸른색]
(우)곡률 연산을 위한 세포 테두리 영상
그림 4. Normal cell cross-section 시각화[붉은 선]
좌측부터 세로중앙, 가로중앙, 45 도 중앙 기준선

영상 특징 중에 장-단축과 같은 경우 그림 6 의
(좌)와 같이 측정을 진행하며, 장-단축의 길이가
크게 차이나는 Ovalocyte 분류 시에 강인한 영상
특징으로 사용된다. 다른 특징으로 곡률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곡률이란 굽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며, Tear-drop cell 과 Burr
cell 의 분류 시에 강인한 영상 특징으로 활용한다.

영상 특징 내에, Cross-section 은 그림 4 와 같이
영상의 가로 중앙, 세로 중앙, 45 도의 중앙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 해당 선의 위치에 대한 밝기
값의 Histogram 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한 세포 내의 Histogram peak 를 찾아내어 셀
중심의 센트럴 페일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사용하였다. 그림 4 는 Normal cell 에 대한
Cross-section Histogram 에 대한 샘플을
나타낸다.

그림 7. 곡률 시각화 영상 (좌) Tear drop (우) Burr cell

그림 5. Target cell 의 cross-section histogram

그림 7 와 같이 곡선의 곡률이 높은 셀의 테두리
에서는 곡률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Histogram 으로 나타내면 그림 8 와 같다.
(상)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Burr cell 의 경우
곡률 Histogram 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셀
테두리의 자글자글 함을 나타낸다면, (하)의
Normocyte 의 경우에 반대로 큰 곡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이기 때문에 낮은 곡률상에 값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는 Target-cell 에 대한 Cross-section
Histogram 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Histogram Peak 가 2 개가 존재하는 Target cell 분류
시에 중요한 영상 특징이 된다.
표 3. 형태로의 분류 시에, 학습 DB 개수

적혈구 종류
Tear drop
Normocyte
Burr cell
Ovalocyte
Schistocyte

학습데이터 수
311
800
579
363
94

세포의 형태로 분류 시에 세포의 장축-길이, 단축길이, (장축-대비) 단축 비율, 면적-대비 둘레대비, 곡률 매칭도, 타원과의 면적-대비, 곡률의

그림 8. 곡률 histogram (상) Burr cell (하) Norm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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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Histogram 을 비교하기
위하여 KL-divergence[3]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를 분류기에 학습하였다. Pipeline 분류
시에 각 영상 특징 내에 확실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영상 특징의 경우 각 특징에 대한
Thresholding 된 값을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류기 학습에 오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Random Forest 분류기의 경우 딥 러닝과는
연산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좀더 명확한 영상 특징정의가
가능하며, 학습모델이 희소할 경우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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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9 – 720.
3. Kullback, S.; Leibler, R.A., “On information
and sufficiency”,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22, pp.79–86, 1951.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방식으로 분류한
Confusion Matrix 결과를 표 4-5 에 나타내었다.
표 4. 색상으로의 분류 결과(a: Tear drop, b: Normocyte,
c: Burr, d: Ovalocyte, e: Schistocytes)

Class
a
b
c
d
e

a
292
0
2
2
4

b
2
790
2
20
1
Total

c
0
0
0
2
0

d
0
9
16
202
3

e
2
1
4
4
143

Accuracy
98.6%
98.8%
0%
87.8%
94.7%
95.1%

표 5. 형태로의 분류 결과(a: Spherocytes, b: Normocyte,
c: Stomatocytes, d: Target cell, e: Basophilic stippling)

Class
a
b
c
d
e

a
301
12
9
21
21

b
c
20
11
339 14
13 184
0
2
7
9
Total

d
223
0
2
331
4

e
232
1
7
1
43

Accuracy
84.3%
92.6%
85.6%
93.2%
51.2%
87.0%

4. 결론
혈액이 도말된 슬라이드 상에 환경이 편차가
큼에도 분류 정확도가 각각 (95.1%, 87%)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Random Forest
분류기의 특징상 학습 DB 가 적은 Class 에서의
낮은 정확도가 이슈이며, 해당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보완 또는 DB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CY190010)”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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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2. 알고리즘

스윕 볼륨이란, 물체의 이동 과정에서 물체가 지나간
적이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스윕
볼륨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가시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윕 볼륨을 구성하는 부분을 두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실험
결과들을 통하여 제시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이 논문에서는 삼각 메쉬 및 회전체 모델의 스윕 볼륨을
가시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델이 이동하는 경로는
𝐶 1 -연속 곡선의 형태이며,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물체의 무게중심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지나는 좌표들과 해당 점에서 3D 모델의 방향을 나타내는
회전 행렬들로 이루어진다. 물체의 이동과 회전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2-1. 물체의 이동 경로의 처리
◼ 주제어
스윕 볼륨, 가시화, 메쉬, 회전체

1. 서 론
스윕 볼륨은 로보틱스, VR 등의 응용 분야들에서 물체의
이동 궤적을 판단하거나 충돌 검사를 실행하는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4]. 5축-CNC 가공 시뮬레이션이나[5],
센서 플래닝 작업 등에서도 스윕 볼륨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1]. 스윕 볼륨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전 연구결과들도 있지만[2], 이러한 정확한 방법들은
대개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응용분야들에서는 스윕 볼륨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확한 스윕 볼륨 계산보다는 실시간 가시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윕 볼륨을 실시간에 가시화할 수 있다면,
디자이너가 VR 환경에서 움직이는 여러 물체들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의 작업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응용분야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스윕 볼륨을 근사하여 가시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절에서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는 실험결과를 분석하며, 4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스윕 볼륨을 구할 물체의 이동 경로에서 샘플링된
점들을 3차 곡선으로 보간하고, 각 점에서의 회전 행렬
또한 각각 쿼터니언으로 변환한 뒤 3차 곡선으로 보간하여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체의 경로와 회전 상태를 구한다.
즉, 물체가 시간 0에서 이동을 시작하여 1에서 이동을
마친다고 한다면, [0,1] 범위 내의 모든 실수 𝑡 에 대하여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곡선 𝑇(𝑡),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𝑅(𝑡)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의의 시점 𝑡에서
물체의 위치와 회전 상태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며, 이를 종합하여 3차원 동작행렬 𝑀(𝑡)로 표기하기로
한다.

2-2. 스윕 볼륨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의 처리
단순한 경로 상에서는 스윕 볼륨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물체가 멈춰 있을
때 만들어지는 스윕 볼륨의 양 끝에 해당하는 부분과,
물체가 이동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스윕 볼륨의 중간
부분이 스윕 볼륨의 경계면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때 전자를 𝑉0 라 하고, 후자를 𝑉라 하면, 𝑉0 와 𝑉를 따로
만든 뒤 모두 렌더링하면 스윕 볼륨을 가시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은 입력에서는, 붉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뉜 형태로 𝑉0 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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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𝑉0 와 𝑉의 예시

2-3. 메쉬 변의 스윕을 통한 중간 영역 생성
스윕되는 각 변들에 대하여, 해당 변들의 양 끝점이
이동하는 경로가 공간곡선으로 주어지므로, 각 변들은
스윕되는 과정에서 ruled 곡면을 만든다. 이 곡면들을
메쉬로 근사하여 렌더링하는 방법으로 변의 스윕은 간단히
가시화할 수 있다.

𝑡 가 변함에 따라, 이 평면 또한 이동하며, 아래의
방정식을 만족한다.
𝐴(𝑡)𝑥 + 𝐵(𝑡)𝑦 + 𝐶(𝑡)𝑧 + 𝐷(𝑡) = 0
즉, 이동하는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각 계수가 𝑡 에 대한
함수가 된다. 또한, 평면의 방정식을 𝑡에 대해 미분하여
𝐴′ (𝑡)𝑥 + 𝐵′ (𝑡)𝑦 + 𝐶 ′ (𝑡)𝑧 + 𝐷′ (𝑡) = 0
으로 해당 평면의 시점 𝑡에서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새로운
평면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어떤 𝑡 에 대하여, 𝒑(𝒕), 𝒓(𝒕), 𝒒(𝒕) 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평면을 미분하여 구해지는
𝐴′ (𝑡)𝑥 + 𝐵′ (𝑡)𝑦 + 𝐶 ′ (𝑡)𝑧 + 𝐷′ (𝑡) = 0의 교집합으로 삼각형,
선분, 점, 공집합의 모든 경우들이 가능하다. 이 중,
교집합이 선분인 경우에 대해, 이러한 선분들을 이용하여
곡면을 구성하면, 바로 이 곡면이 해당 삼각형의 이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envelope 곡면이 된다. 𝑡 가 어떤
상수로 고정되면 이러한 교선들을 직접 계산하여 얻을 수
있고, 교선이 충분히 얻어진 뒤에는 변의 스윕 때와
마찬가지로 삼각 분할 등을 통하여 이 교선들을 잇는
곡면을 렌더링할 수 있으며, 스윕 볼륨의 가시화를 할 수
있다.

[그림 2] 이동 경로가 B-Spline 곡선으로 보간된 모습

2-4. 메쉬 면의 스윕을 통한 중간 영역 생성
[그림 3] 교선의 궤적과 교선들을 확대한 모습
면의 스윕에 의한 중간 경계면 𝑉는 어떤 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envelope 곡면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envelope 곡면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3], envelope 곡면으로부터 평면에 포함되는
삼각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영역의 경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빠른 가시화를 위하여 envelope 곡면에
포함될 몇 개의 선분들을 얻어내고, 이들을 이용하여
envelope 곡면을 렌더링한다.
삼각형이 이동할 때,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𝒑, 𝒒, 𝒓 이라 하고, 이들의 궤적을 각각 𝒑(𝒕), 𝒒(𝒕), 𝒓(𝒕) 라
하자. 세 곡선은 𝑀(𝑡)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곡선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특정 시점 𝑡 에서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세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다.

2-5. 회전체의 중간 영역 생성
회전체 모델을 스윕하는 경우에도 중간 경계면 𝑉 는
envelope 곡면들로 표현될 수 있다. 회전체를 구의 중심의
경로가 직선이고 반지름이 𝑟(𝑢) 인 canal 곡면이라 보고,
회전축의 양 끝점이 𝑢 = 0일 때와 𝑢 = 1일 때 각각 𝒃(𝑡)와
𝒆(𝑡) 를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회전축이 이동에 따라
그리는 스윕 곡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𝑺(u, t) = (1 − 𝑢)𝒃(𝑡) + 𝑢𝒆(𝑡)
회전축의 경로는 ruled 곡면을 이루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 ruled 곡면 𝑺(𝑢, 𝑡) 위의 모든 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반지름 𝑟(𝑢)로 구를 그리게 되면 회전체의 스윕
볼륨이 생성된다. 그러나 샘플링을 통해 무수히 많은 구를
직접적으로 렌더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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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굴곡이 생겨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굴곡이 없는 부드러운 곡면을
효율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회전체의 중간 경계면 𝑉 를
구의 집합들의 envelope 곡면과, 회전축의 양 끝점을 따라
이동하는 구의 canal 곡면을 사용하여 렌더링한다.
구의 집합들의 envelope 곡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𝑺𝟐 (𝑢, 𝑡) = 0 는 𝑺(u, t)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u)인 구를 나타낸다.
𝑺𝟐 (u, t) = 0
𝜕𝑺𝟐 (u, t)/𝜕𝑡 = 0
𝜕𝑺𝟐 (u, t)/𝜕𝑢 = 0
위의 식은 u와 t 값 에 따라 변하는 한 개의 구와 2개의
평면을 나타낸다. 어떤 u 와 t 값에 대해 위 3개의 식의
교점을 구하면 곡면 𝑺(𝑢, 𝑡) 의 위와 아래에 점이 하나씩
나온다. 3개의 식을 풀어 나오는 교점들 중 𝑺(u, t) 위에
있는 점들끼리 모아주고, 아래에 있는 점들끼리 별도로
모아주면, 구의 집합들의 envelope 곡면 2개가 나온다.
𝑢와 𝑡를 적절히 0과 1 사이에서 샘플링 한 후 3개의 식을
풀면 envelope 곡면 위에서 샘플링한 점이 된다. 이
점들을 이어 envelope 곡면을 근사한다.
𝒃(𝑡) 를 따라 이동하는 canal 곡면은 𝜕𝑟(𝑢)/𝜕𝑡 = 0 임을
이용해 쉽게 구할 수 있다. 𝑡 를 0과 1 사이에서 적절히
샘플링한 후, 𝒃(𝑡) 를 지나고 𝒃′(𝑡) 에 수직인 평면 위에서
중심은 𝒃(𝑡)이고 반지름은 𝑟(0)인 원을 그린 후 pipe 곡면
형태로 이어주면 된다. 𝒆(𝑡) 를 따라 이동하는 canal
surface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

[그림 4] 노트북 모델(notebook)의 스윕 볼륨
(좌) 모델 / (우) 스윕 볼륨

[그림 5] 깃발 모델(flag)의 스윕 볼륨

3. 실험 결과
제시된 알고리즘들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가지의
메쉬 모델들과 3가지의 회전체 모델들에 대하여 스윕
볼륨의 가시화를 실험해 보았다.

3-1. 메쉬 모델들에 대한 실험

[그림 6] 전자레인지 모델(microwave)의 스윕 볼륨

각 메쉬 모델들의 정보와 각각의 수행 시간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모델
notebook
flag
microwave
wine

꼭지점
300
3425
5969
13250

면
161
3626
4877
13248

전처리(s)
0.195
4.677
7.171
19.311

렌더링(s)
0.004
0.115
0.192
0.443

[표 1] 메쉬 모델들의 정보와 알고리즘 수행 시간

[그림 7] 와인병 모델(wine)의 스윕 볼륨
전처리 시간과 렌더링 시간은 각 모델의 크기에
비례하며, 𝑉 를 만들고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𝑡 의 샘플링을
통해 스윕 볼륨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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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조절하면 결과 모델의 해상도와 실행 시간 및
렌더링 시간 사이에서의 조율이 가능하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들의 경우, 이동 경로는 50개의 knots를 가지는 B스플라인 곡선으로 구성하였고, 면의 스윕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곡면은 100개의 𝑡 값들을 샘플링하여
계산하였다. 샘플링 비율을 50개 이하로 줄여 실험한 결과,
가시화에서 계단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꼭짓점과 면의 개수가 충분히 많은 메쉬에서는 샘플링
비율을 어느 정도 낮게 조절하더라도 가시화의 질이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에 따라 샘플링 비율의
조절이 필요하다.

3-2. 회전체 모델들에 대한 실험
회전체 모델의 경우에는 회전축을 따라 이동하는 구의
반지름 𝑟(𝑢) 가 하나의 2차식인 모델 하나와 𝐶 1 -연속인
복합 곡선들로 이루어진 모델 둘을 사용해 실험해보았다.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양 끝의 회전체, 구들의 envelope
곡면, 회전축 끝점들의 canal surface의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들을 30000회 측정한 평균 결과가 표2에 나와있다.
단위는 초(s)이다.
모델
2차 곡선
복합 곡선 1
복합 곡선 2
[표 2]

양끝 회전체
0.00117
0.00201
0.00265
회전체 모델들의

[그림 10] 구의 반지름이 복합 곡선 2를 따르는 회전체
모델과 그 스윕 볼륨
실험 결과 모델이나 이동경로의 복잡도와 상관없이 중간
영역의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메쉬 모델과 다르게 회전체 모델은
해석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샘플링 횟수에만 총 계산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에 보이는 회전체들은
u와 t를 각각 256개의 간격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샘플링 횟수를 100번 정도로 줄여도 크게 질이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삼각 메쉬 및 회전체 모델이 이동하는
동안 만들어지는 스윕 볼륨의 대략적인 형태를 빠르게
가시화할 수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스윕 볼륨을 효율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알고리즘은 스윕
볼륨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스윕 볼륨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렌더링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이다.

canal곡면 envelope곡면
0.00276
0.00786
0.00273
0.00795
0.00270
0.00788
알고리즘 수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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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 시선 방향의 정확한 추정은 상호작용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시선 추정 관련 연구들은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의 전면 부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일반적인 조명 조건을 가지는 단일 디스플레이
환경과 같은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조명 상태를 가지거나 다방면의 벽 디스플레이와
같은 진보된 상호적인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사용한 새로운 사용자 시선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구는 5 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촬영한 depth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 및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접근법이 싱글뷰 기반의 접근법과

디바이스는 정확한 사용자 의도 이해와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기존의 스마트폰, 스마트 TV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제어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스크린 터치, 리모컨 조작 등을 통하여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였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대화, 음성
명령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제어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상호작용
기술들이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는데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항상 명시적인 명령이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얼굴 방향 추정 [1,2], 신체 추적 [3,4,5] 및
시선 방향 추정 [6,7,8,9]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접근법들에 비해,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부터 제어
의도를 인식한 후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추천하여 스마트 기기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자 경험을

Deep neural networks, multi-view learning, gaze
estima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1, 2]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과 같은 특정 환경에서 촬영한 depth 이미지로
운전자의 얼굴 방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4]의
연구는 상호적 가상 훈련 환경을 위해 여러 개의 Kinect
센서로 신체의 관절을 인식하여 인간의 활동성을
감지하였다. 한편, 사용자 시선은 사용자가 주시하는
물체가 사용자의 관심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사용자
관심 영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림 1 의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선
추정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면 뷰를 촬영한
다음 모니터에서 사용자의 시선의 방향을 추정한다 [7,

그림 1 이전 연구와 제안 연구의 개념적 차이

8]. 하지만 이전의 시선 추정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밝은

1. 서 론

조명을 가지는 환경에서 사용자와 디스플레이 간의

정보 검색 또는 정보 처리 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사용자의 여러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인터랙션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스마트 인터랙션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의 상태와 행위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황에서만 (즉, 1 미터 이내)
동작한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9]에서는 다양한 조명
조건을 다루기 위해 depth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멀티뷰
혹은 원거리 시선 추정에 대한 성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

것에 있다.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 TV 와 같은 스마트

- 814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사항들은 실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편, 그림 3 은 동일 피험자의 멀티뷰(즉, 좌상단, 중앙
및 우상단)로부터 촬영된 depth 이미지를 나타낸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며, 이는 다양한 조명 조건을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멀티뷰 데이터는

가지는 대형 디스플레이 또는 멀티뷰 벽면 디스플레이
세트 등을 갖춘 디지털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피험자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시선 방향 추정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진보된 상호적인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조도 환경에서는 원본 RGB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원거리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시선 방향 추정을 위하여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복잡한 상황 (저조도, 원거리
추정)에서 높은 추정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촬영한 후 기계 학습 및 딥러닝 기법을

이미지에서 피험자를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RGB 이미지와 달리 depth 이미지는 조명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다 어려운 조건에 적합하다. 각각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640 × 480 크기로 촬영된 후 딥
네트워크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224 × 224 크기로
재조정되었다.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저조도 환경에서 원거리 시선 방향 추정 (즉, 약
1.5-3.5m)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2.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활용한 시선 추정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될 시선 추정 관련 대규모
depth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 의 우측과 같이 실험실 환경을 설정하였다. 그 후,
다수의 depth 카메라를 사용하여 멀티뷰 depth 이미지
들이 촬영되었다. 본 실험을 위해 5 명의 20 대 대학생
(남자 3 명, 여자 2 명)이 모집되었으며 3 대의 Intel

그림 2 저조도 환경에서의 중앙뷰 RGB, depth 이미지

RealSense RGBD 카메라가 사용되었다. 카메라는
사용자 앞에서 약 3.0m 떨어진 벽의 중앙, 좌상단 및
우상단에 설치하였다. 그림 1 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실은 27 개의 가상 영역(즉, 각 벽에 9 개의
그리드)으로 나눌 수 있다. 멀티뷰 이미지들을 촬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는 실험실의 중앙에

그림 3 저조도 환경에서의 멀티뷰 depth 이미지 예시

위치해 있는 의자에 앉도록 지시 받는다. 그런 다음,
실험실의 가상 그리드에 대한 가이드를 포함하여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피험자에게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각 피험자는 자연스럽게 특정
영역을 응시한다. 본 연구는 5 명의 피험자에게서 각
방향에 대해 100 개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100 개 이미지
× 27 방향 × 3 대 카메라 × 5 명 피험자 = 총 40,500
개의 depth 이미지들을 수집하였다. 멀티뷰 이미지의
예시는 그림 2 에 나타나있다. 그림 2 의 첫번째 행은
피험자의 중앙뷰에서 촬영한 depth 이미지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은 동일 피험자의 중앙뷰에서
촬영한 RGB 이미지를 나타낸다 (RGB 이미지는
가시성을 위하여 밝기를 수동으로 일부 조절하였음).
그림 2 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은 각각 왼쪽,
정면 및 오른쪽을 응시하고 있는 피험자를 나타낸다.

2.2 멀티뷰 모델 학습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시선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 기계 학습 및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학습을 위하여 그림 4 와 같은 멀티뷰 퓨전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멀티뷰 퓨전
네트워크 모델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3 대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224×224×3 크기의 depth 이미지가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된다. 각
뷰에서 촬영된 depth 이미지는 EGDB (Estimation of
Gaze Direction Block)라 불리는 각 뷰를 위한 별도의
특징 추출 블록으로 입력된다. EGDB 는 일련의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및 fully-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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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환경
실험은 2 대의 Geforce RTX 2080 Ti GPU, 128GB
RAM, Intel i9-7920X CPU 를 갖춘 서버로 수행되었다.
딥러닝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Tensor-flow backend 인
Kera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 구현은 scikit-lear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싱글뷰 학습 모델의 조도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저조도 환경에서 depth 이미지 기반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전체 데이터 집합의 30%를 테스트
집합으로

활용하였으며

잔여

데이터를

트레이닝

집합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 실험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50%, 80%, 100%를 활용한 비교 실험을

그림 4 제안된 멀티뷰 딥러닝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

layer 로 구성된다. 먼저, 입력 이미지는 3 × 3 크기의
커널로 3 개의 convolution layer 를 통과한다. 이 3 개의

수행함으로써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2 조도 차이에 따른 RGB 싱글뷰 모델 성능 비교

convolution layer 는 각각 32, 64 및 128 개의 채널을
가진다. 그 후, max pooling 이 수행되고 두 개의 fully-

먼저, 기존의 중앙뷰 단일 RGB 이미지만을 이용한 시선

connected layer 를 통해 depth 이미지의 feature map 이

추정 모델의 조도 차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평가하였다.

추출된다. 각 EGDB 에서 추출된 feature 의 크기는 128
× 1 × 1 이다. 각 뷰에서 추출된 feature 은 한 개의

이를 위하여 서로 다른 조도 환경에서 중앙뷰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RGB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

벡터로 연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시선 방향이

학습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실 환경은

추정된다. Fully connected layer 의 활성화 함수로
ReLU 함수가 사용되었고 최종 시선 방향 추정을

1) 일반적인 밝은 조명 (RGBbright), 2) 낮은 조명(RGBlow)

위하여 softmax 함수가 사용되었다. 네트워크 모델은

및 3) 어두운 조명(RGBdark)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은
싱글뷰 RGB 이미지 기반 딥러닝 모델의 조도 차이에

배치 크기 50 및 Adam optimizer 를 사용하여 50

따른 성능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 밝은 조명을 가진 최적

epoch 까지 학습되었다.

환경의 경우 100%의 방향 추정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조도가 낮아짐에 따라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저하됨을

본 연구에서는 멀티뷰 딥러닝 기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전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멀티뷰 depth
이미지 기반의 시선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계 학습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의

기법들은 각각의 depth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HOG

양이 감소되면 더욱 낮은 분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조도의 환경에서는 RGB 이미지의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10] 특징을

정보가 거의 유지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모달리티가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고전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조도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Decision Tree(DT), RF(Random Forest), k-Nearest
Neighbor(kNN) 알고리즘이 있다. 각각의 알고리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SVM 은 최대 마진을 가지는
초평면을 기준으로 클래스 분류를 진행한다. DT 는 모든
특징을 분석해서 의사 결정 트리를 구축한 후 클래스
분류를 수행한다. RF 는 랜덤하게 생성되는 다수의
DT 를 바탕으로 하는 major voting 기반의 앙상블

RGBdark

RGBlow

RGBbright

50%

16.8

43.2

100

80%

16.7

64.8

100

100%

27.9

67.6

100

3.3 저조도 환경을 위한 Depth 싱글뷰 기반 모델의
성능 비교

기법이다. K-NN 은 테스트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k 개의 이웃들을 활용하여 major voting 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Size

다음으로, 조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depth
이미지를 이용하여 저조도 환경에서의 시선 추정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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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저조도 환경 (Dark 수준의
조도)에서 중앙뷰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depth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의 경우, 멀티뷰 구성과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모두 92%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능을

딥러닝 모델 학습과 고전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뷰, 좌상단 뷰

활용하고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실험에 활용된
모델은 1) 딥러닝 모델 (DepthC), 2) Depth 이미지에서

및 우상단 뷰에서 촬영된 depth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DetphCLR) 99.5%의 가장 높은 성능에

추출된 HOG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된 기계 학습 모델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멀티뷰 depth

(HOGSVM, HOGDT, HOGRF, HOGkNN)로 구성하였다. 표
2 는 단일 중앙뷰 depth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조도

이미지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되었을 때 SVM,
Random forest 와 같은 일부 알고리즘에서 아주 우수한

환경에서의 시선 추정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확인할 수 있듯이, RGB 이미지 기반의 결과 (표 1) 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때, 싱글뷰 depth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보다 대략 평균

depth 이미지를 이용한 경우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제외하면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6080% 성능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저조도 환경에서
depth 이미지가 RGB 이미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유지되어 시선 추정 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뷰 depth 이미지만을 이용한 경우
여전히 제한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의 성능 이득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멀티뷰 / 싱글뷰 depth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학습의 정확도와 손실의 변화를 epoch 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 5 와 그림 6 은 각각 학습 데이터가
100%가 사용되었을 때 손실과 정확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에서 알 수 있듯이, 멀티뷰
접근법의 손실이 10 epoch 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0 으로 수렴하여 제안된 방법의 학습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싱글뷰 접근법의 손실은 50 epoch 내에서
0 으로 수렴하지 않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표 2. 저조도 환경에서의 싱글뷰 시선 추정 성능 비교

확인하였다. 그림 6 의 epoch 별 정확도 변화 추이에서

Size

DepthC

HOGSVM

HOGDT

HOGRF

HOGkNN

50%

66.7

74.98

41.97

70.76

61.92

80%

79.4

78.24

45.01

75.06

63.67

추정 성능이 0.9-1 수렴하였지만, 싱글뷰 기반 접근법은
50 epoch 동안 0.75 에 수렴하여 낮은 추정 성능을

100%

75.7

77.3

48.74

76.93

64.81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듯이, 멀티뷰 기반 접근법은 25 epoch 내에서

3.4 저조도 환경을 위한 Depth 멀티뷰 모델의 성능
비교
본 실험에서는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멀티뷰 딥러닝
모델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학습에 활용하여 뷰
증가에 따른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비교 실험에
활용된 모델은 1) 중앙 및 좌상단 뷰에서의 depth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DepthCL ), 2) 중앙 및
우상단 뷰에서의 depth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DepthCR), 3) 좌상단 및 우상단 뷰에서의 depth

그림 5 딥러닝 모델들의 epoch 별 test loss 변화 추이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DepthLR), 그리고 4) 중앙,
좌상단 및 우상단 뷰에서의 depth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DepthCLR), 5) 중앙, 좌상단 및 우상단에서
촬영한 depth 이미지의 HOG 특징을 추출하여 각각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활용한 HOGSVM, HOGDT,
HOGRF 및 HOGkNN 으로서 총 8 가지로 구성하였다. 표
3 은 저조도 환경에서 멀티뷰 depth 이미지 기반의 시선
추정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이듯이, 멀티뷰
depth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싱글뷰 모델에 비하여

그림 6 딥러닝 모델들의 epoch 별 test 정확도 변화 추이

확연하게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멀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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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조도 환경에서의 멀티뷰 시선 추정 성능 비교

Size

𝐷𝑒𝑝𝑡ℎ𝐶𝐿

𝐷𝑒𝑝𝑡ℎ𝐶𝑅

𝐷𝑒𝑝𝑡ℎ𝐿𝑅

𝐷𝑒𝑝𝑡ℎ𝐶𝐿𝑅

𝐻𝑂𝐺𝑆𝑉𝑀

𝐻𝑂𝐺𝐷𝑇

𝐻𝑂𝐺𝑅𝐹

𝐻𝑂𝐺𝑘𝑁𝑁

50%

92.8

93.2

96.69

97.2

98.71

68

95.9

62.07

80%

96.2

94.9

97

98.2

99.18

70.4

97.8

96.39

100%

98

96.5

99.18

99.5

99.5

74.5

98.41

96.83

실험 결과들로부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방법에 대해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분류 정확도가 높아져 기계 학습 작업의
일반적인 현상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저조도
환경에서는 RGB 이미지를 이용한 모델보다 depth
이미지를 이용한 모델들이 보다 우수한 시선 추정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딥러닝 기법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멀티뷰 기반 접근법이
싱글뷰 기반 접근법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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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시선 추적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영상 시청 시 사람의 감정을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학습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감정은
‘중립’, ’슬픔’, ’두려움’, ’행복’의 네 가지 감정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CNN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새로운 타입의 딥러닝 모델인
Capsule Network 를 이용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한 후,
CNN 모델과 SVM 모델과의 감정 분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Capsule Network 기반의 모델이 66%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행복’
감정에서는 72%의 높은 정확도를 얻었지만 ‘슬픔’
감정에서는 58%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임을

감정은 사람의 외부 및 내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정신 생리학적 과정이다. 이런 감정의 표현들은
무의식 중에 눈, 표정, 목소리, 생리학적 신호 등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서로 보완적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체 피드백 정보를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 감정 인식 모델 구축에 효과적임이 잘
알려져 있다 [4, 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각과
시각 요소 같은 단편적이고 외부적인 행동 정보만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6]. 한편, 최근에는
electroencephalography
(EEG)
신호
및
electrooculography (EOG) 신호와 같은 생체 신경신호,
시선 추적에 기반한 시선 데이터 등의 생체 신호의
조합을 활용하기 위한 기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우수한
감정 인식 성능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7,

확인할 수 있었다.

8]. 특히, [9]의 연구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사용자의 뇌 활동과 시선 정보를 측정하고 통합하기

주제어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처리를 수행한 데이터

딥러닝, 캡슐 네트워크, EEG, Eye Gaze, 감정분류

집합을 공개하였다. [9]의 연구에서 공개한 데이터
집합은 62 개의 EEG channel 에서 수집한 뇌파 데이터와

1. 서 론

착용형 아이트래킹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선의 위치,

인간의 감정은 일상 생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동공의 크기변화 등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논리-수학적 지능
외에도 감성지능은 인간의 지능에 있어서 중요한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시청 중 사용자의 뇌파 및 시선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다 [1]. 딥러닝으로 대표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전처리 작업이 수행된 뇌파
데이터와 시선 추적 데이터에 퓨전을 수행한 후, SVM,

인공지능 기술과 IoT, edge computing 기술의 최근
폭발적인 성장과 확산에 따라 인간의 감성 및 감정을
컴퓨팅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은 관심을

추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한

CNN 및 Capsule network 구조[10]에 적용함으로써

받고 있다. 최근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연구

‘중립’, ‘슬픔’, ‘두려움’, ‘행복’의 네가지 감정 분류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분야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욕구를 찾아내어
반응하기 위한 감정적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CNN 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Capsule

있다

감정 분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특히,

감정적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network 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높은 성능의

감정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과 분야의 이론과
기술들이 필요한 연구분야로서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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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분류 데이터 집합
본 논문에서는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 동영상 시청 중
사용자의 시선 추적 (eye tracking) 데이터와
EEG 데이터를 수집한 SEED-IV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 [9]. SEED-IV 데이터 세트는 네 가지
종류의 감정 (중립, 슬픔, 두려움, 행복)을 이끌어내는

그림 1 SEED-IV 데이터세트의 실험 프로토콜

영화 클립 72 개를 활용하여 사용자 실험을 통해
구축되었다.
SEED-IV 데이터 세트의 참가자는 15 명(여성 8 명)으로
20 세~24 세의 오른손 잡이이며 영화 클립 72 개의
길이는 대략 1~2 분이다. 영화 클립은 4 가지의 목표
감정을 유발시켰으며 반복을 피하기 위해 클립은
참가자당 한번 만 제공되었다.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은 세 가지 세션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세션은
24 번의 trial(감정 당 6 번의 trial)로 구성되었다. 그림
1 는 SEED-IV 데이터세트의 실험 프로토콜이다. 각
클립에는 시작을 위한 5 초의 간략한 설명과 각 클립
후에 PANAS 스케일[11]을 이용한 45 초의 평가가

그림 2 SEED-IV 에서 측정된 뇌파 Channel 배치도
표 1. SEED-IV 데이터 세트의 Eye movement feature

있었고 참가자들은 클립을 보고 해당 감정을 이끌어
내도록 요청을 받았다. 각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날에
세번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총 45 개의 실험으로

Eye

movement

parameters

평가되었다.

Pupil diameter

실험에서 뇌파 측정에 활용된 EEG Channel 은 그림 2 와
같으며 EEG 신호는 ESI NeuroScan System 을 이용하여

(X and Y)

처리를 위해 SEED-IV 데이터 세트는 원시 EEG

Dispersion

Fixation

하였다. EEG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STFT 알고리즘을

Blink

entropy (DE) [12,13,14]을 추출하였다. 그 후 각 채널에
대해 5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feature 를 추출하였다.

별 5 개의 주파수에 대한 DE feature 를 결합하였고
데이터 집합에서 제공된 총 62 channel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였다. 시선 추적 데이터는 표 1 과 같이 pupil
diameter, fixation, saccade, blink 등의 feature 들이

Hz, 0.2-0.4 Hz, 0.4-0.6 Hz, and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duration(ms)
Mean, standard deviation

duration(ms)
Saccade

5 개의 주파수는 각각 1) delta: 1~4Hz, 2) theta:
4~8Hz, 3) alpha: 8~14Hz, 4) beta: 14~31Hz, 5)
gamma: 31~50Hz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채널

DE features in four bands:0-0.2

(X and Y)

데이터를 200Hz 샘플링 속도로 다운 샘플링하고
1Hz~75Hz 사이의 bandpass filter 로 노이즈를 필터링
사용하여 power spectral density (PSD)와 differential

Mean, standard deviation and

0.6-1 Hz

1000Hz 의 샘플링 속도로 기록되었다. 시선 추적을 위한
장치는 SMI ETG eye-tracking glasses 를 이용하여
EEG 신호와 동시에 기록되었다. EEG 데이터의 신호

Extracted features

Mean, standard deviation of
saccade duration (ms) and
saccade amplitude (°)

Event statistics

Blink

frequency,

frequency,
duration,

fixation

maximum fixation
total
fixation

dispersion, maximum fixation

추출되어 있으며 본 논문은 추출된 31 차원의 feature 를

dispersion, saccade frequency,
average
saccade
duration,

모두 사용해 감정 분류에 활용하였다.

average saccade amplitude, and
average saccade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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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EEG 및 Eye 신호의 감정 레이블은 모두
동일하며,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사용되는 데이터 샘플의

3. 분류 모델
3.1 Capsule Network

단위는 EEG 의 경우 62x1x5, eye 데이터의 경우

CNN 에서는 맥스 풀링으로 인해 위치 정보와 같은 많은
정보가 손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0].

31x1 로 구성된다. CNN 과 Capsule Network 모두
일반적으로 2 차원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

[10]의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문제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구조인 Capsule Network 에는 맥스 풀링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 손실이 없으며, 다이나믹 라우팅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2x5 데이터와 31x1 데이터를
재배치하여 2 차원의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EEG

과정을 통해서 더 복잡한 entity 를 자유롭게 표현이

데이터의 경우 62x5 shape 의 데이터를 31x10 shape 로

가능하여 입력 데이터 간의 미세한 차이에 적응해 계층
사이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15].

재배치하고 바꾸어 31x1 shape 의 Eye 데이터와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31x11 shape 의 2 차원 데이터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CNN 의 약점을 보완한

구성하였다. 그 후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통해 선형

캡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EEG 데이터와 Eye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감정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변환을 적용하여 CNN 과 Capsule Network 의
입력으로 활용하였다. SVM 의 경우 62x5 의 EEG
데이터를 310x1 로 변환 후 31x1 의 Eye 데이터와
결합하여 341x1 의 최종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4. 실험
4.1 개발환경
그림 3. 본 논문에서 사용된 CapsNet 구조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테스트는

Google

Cloud

그림 3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psNet 의 구조이다.

Platform 의 compute engine 을 사용하였으며 Nvidia

캡슐 네트워크 구조 중 1 단계 convolution layer 에서는

Tesla V100 1 개, CPU 8 개 30GB 의 메모리를
구성하였다. 개발 환경은 Python3.6 기반으로

커널 사이즈를 3 으로 하여 256 개의 필터를 사용하였고
stride 를 1 로 설정하여 convolution 을 진행하였다. 그

tensorflow-gqu 와 Keras, scikit-learn 을 이용하였다.

후, 커널 사이즈 9, stride 2 로 32x8 차원의 캡슐을
만들어 PrimaryCaps 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EmoCaps 레이어를 통하여 EEG data 와 Eye data 를
4 개의 클래스(중립, 슬픔, 두려움, 행복)으로 분류한다.
제안하는 Capsule network 와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일반적인 CNN 구조의 모델과 SVM 모델을 추가적으로
구현하였다. CNN 의 경우 3x3 사이즈 커널의 32 채널
convolution + ReLU + dropout layer 가 2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flatten 과정을 거쳐 dense
layer(1024) + ReLU + Dropout + Dense(softmax)를
통하여 감정 분류를 수행한다. SVM 의 경우 scikitlearn 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svm classification
model 을 활용하였다.

4.2 네트워크 파라미터
감성 분류를 위한 CapsNet 의 파라미터로는 학습률
0.001, dynamic routing 횟수는 2 로 설정하였으며 원
신호 복구를 위한 decoding 과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30 번의 epoch 과, 32 의 batch size 로 학습하고
optimizer 로는 Adam 을 사용하였다. CNN 의
파라미터로는 학습률 0.0001 과 Adam optimizer 를
사용하였다. SVM 의 경우 linear 커널을 활용하고
C 값은 100 으로 설정하였다.
4.3 실험 결과
먼저 SEED-IV 데이터셋 중 NaN 값으로 설정되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37,549 개의 데이터를

3.2 네트워크 입력을 위한 데이터 처리
SEED-IV 데이터 세트에서 한 개의 무비 클립을
시청하는 동안 추출된 사용자 EEG 데이터 샘플의
shape 은 62xWx5 이다. 여기서 62 는 EEG channel 의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각 세션 별 1~16 번째
trial 데이터 25,999 개의 샘플이 train data 로,
17~24 번째 trial 데이터 11,550 개의 샘플이 test data 로
사용되었다.

수를, W 는 샘플의 길이를, 5 는 주파수 밴드의 수를
의미한다. Eye 데이터의 shape 은 31xW 로서, 여기서

SVM, CNN, CapsNet 의 감성 분류 결과는 표 2 와 같다.

31 은 eye 데이터에서 추출된 feature 의 종류이다.

미미했지만 SVM 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CapsNet 구조의 성능이 66.71%로

SEED-IV 데이터의 경우 한 개의 비디오 클립에서

SVM 과 CNN 은 각각 63.4%, 62.61%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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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다. CNN 의 경우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고전적인

그림 4. CNN 과 CapsNet 의 Accuracy 추이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SVM 의 분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Capsule Network 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의 특징들을 자체적으로 학습하여 SVM 과
CNN 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NN 의 경우에는 100 epoch 에 도달할 때까지
학습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 epoch 까지만
학습을 수행한 Capsule Network 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SVM, CNN, CapsNet 의 감정 분류 정확도

Model

Accuracy

SVM

63.4%

CNN (100epoch)

62.61%

CapsNet (30epoch)

66.71%

그림 5. CapsNet 과 CNN 의 loss 추이

그림 4 와 그림 5 는 30epoch 을 기준으로 CNN 과
Capsule Network 의 epoch 별 테스트 정확도와 loss 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4 를 보면
첫번째의 epoch 부터 CNN 과 CapsNet 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CapsNet 의 train/test accuracy 는 약
3~5 epoch 부터 최고 성능치에 이미 수렴한 반면에,
CNN 의 경우에는 30epoch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Capsule Network 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 사이에
차이가 있어 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CapsNet 모델의 Confusion Matrix

그림 6 은 Capsule Network 모델의 confusion
matrix 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psule Network 는
학습초기에 loss 가 감소한 뒤 수렴한 것을 볼 수 있다.

보인 감정은 행복이었으며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감정은 슬픔이었다. 특히, 슬픔을 두려움으로 판별한

이는 그림 4 에서 overfitting 문제가 일부 발생한 것과

경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연구에는

유사한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간의 정확한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4 가지 감정(중립, 슬픔, 두려움, 행복)을
분류하기 위해 SEED-IV 데이터 세트의 뇌파 데이터와
시선 추적 데이터를 결합하고 Capsule Network, CNN,
SVM 모델을 학습하여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Capsule Network 의 정확도가
66.71%로 가장 높았으며 행복과 관련된 감정이 다른
감정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72%로 높았다. 그러나
Capsule Network 의 train 과 test 에대한 정확도 및
loss 의 epoch 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오버 피팅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신호가 아닌 전처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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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보량이 작아 학습 연산 중 의미 있는

eye tracking data,” in Proc. 36th Annu. Int. Conf.

정보들이 손실되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따라서 향후

8. Lu, Y., Zheng, W.-L., Li, B. and Lu, B.-L.,

연구에서는 SEED-IV 데이터셋의 원 신호 데이터를

IEEE Eng. Med. Biol. Soc. (2014), 5040–5043.
Combining eye movements and EEG to enhance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emotion recognition, in Proc. Int. Joint Conf. Artif.
Intell. (2015), 117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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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렌더링 프로세스’를 제작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회화

회화는 색, 질감, 명암 등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회화 요소를
분석하고 감성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화가는 이러한 표현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정한 감정을 그림에

또한 특정 감성에 대한 회화 요소를 회화적 렌더링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특정 감성에 대한
회화를 생성하고자 한다.

나타낸다.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여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은 감정 치유에 도움을
비전문가들의 경우 회화 요소에 대한

주지만
이해가

부족하므로 감정을 그림에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회화에 나타나는
회화 요소를 분석하고 감성과의 상관관계를 찾아
특성 감성에 대한 회화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회화에 표현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주제어
감성, 회화적 렌더링, 색상 전이

그림 1 감성 기반 회화적 렌더링 시스템의 개요

1. 서 론
회화는 색, 질감, 명암 등의 예술적 특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화가는 이러한 예술적 특징을

2. 본문
Chung, S. etal.[3]의 회화적 렌더링 시스템은 회화

이용하여 의도한 감성을 지니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요소가 적용 되어있는 스트로크 기반의 렌더링
시스템으로 회화 요소를 분석하고 특정 감성에 대한

있으며, 이것은 감상자로 하여금 특정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술 작품의 특징에

회화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시스템에 적용된

기인하여 20 세기부터 예술작품이 나타내는 감정에

회화 요소들은 각 브러시를 선택하고 캔버스에
색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다양한

대한 심리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회화를 생성할 수 있다. 시스템에 적용된 회화 요소의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감소시키면서 자신의

변화에 따라 회화를 생성하여 사용자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응답 받은 감성 값을 분석하여 특정

감정을 표현하여 궁극적으로 경직된 근육과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감성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얻어내었다. 그리고 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1][2]. 하지만 예술 작품을

값을 회화에 적용시킴으로써 특정 감성을 나타내는
회화를 생성하였다. 그림 1 은 감성 기반 회화적

창작하는 주체가 예술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경우,
회화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기술적 능력이

렌더링 시스템의 전체 개요를 보여준다.

뛰어나지 않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회화에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여 회화를
생성하는 것을 돕기 위한 ‘사용자 감성 반응형 회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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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화적 렌더링 시스템을 통한 회화 특징 분석
회화 요소와 감성 간의 명확한 관계를 얻기 위해 먼저
회화적 렌더링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10 가지
파라미터 가운데 렌더링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4 가지 파라미터(LayerIndex, AngleWeight,
AbstractLevel,
ColorRandomnes)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택하여

 LayerIndex : 사용 레이어의 개수, 브러시 크기
 ColorWeight : 색 차 값을 고려하여 브러시 선택
 AngleWeight : 각도 값을 고려하여 브러시 선택
 CurvatureWeight : 곡률값을 고려한 브러시 선택
 LengthWeight : 길이를 고려하여 브러시 선택
 BumpWeight : 브러시의 질감 표현
 ColorRandomness : 색상의 다양성
 AbstractionLevel : 회화의 추상화 정도
 ErrorTolerance : 이미지 훼손에 따른 브러시
적용
 BrushNumber : 사용 브러시의 범위

그림 2 네 가지 파라미터 값에 따른 회화 생성 예시

2.2
[3]의

회화적

렌더링

시스템은

한

레이어에

본 연구는 위의 네 가지 파라미터에 다양한 값을

브러시를 적용한 후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마다
그리드의 크기가 작아져 더 작은 크기의 브러시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LayerIndex

값을

설정하여 6 장의 IAPS 이미지로부터 각기 다른
감성들이 표현된 회화 96 장을 생성하였다. 이때, The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IAPS)는 감정

크게

설정하면 더 작은 크기의 브러시가 사용됨으로써
자세하고 사실적인 회화를 생성할 수 있다.

연구를 하기 위한 Arousal 과 Valence 값을 지니고
있는 표준화된 이미지들로, 심리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4]. 그림 3 은 IAPS

AngleWeight는 브러시가 에지를 따르는 정도와
관련있다. 이 파라미터는 값이 클수록 브러시
선택과정에서 색 차 값, 곡률, 길이 보다 각도를
고려하여

브러시를

선택하게

된다.

회화적 파라미터 정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예시를 보여준다. 렌더링
결과로 생성된 96 장의 이미지는 감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용자 조사에 이용되었다. 각 회화에 대해

그리하여

색칠하는 위치의 에지와 각도가 비슷한 브러시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방향성이 나타나는 회화가

러셀의 Circumplex model[5]의 각 축인 Arousal 과
Valence 의 강도를 5 단계로 응답 받았으며, 응답
받은 값으로 인해 각 파라미터와 감성 사이의

생성된다. AbstractLevel은 회화의 추상화 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위해 Super pixel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파라미터 값이 클수록 더 큰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LayerIndex

와

AbstractLevel 파라미터는 감성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AngleWeight
와

픽셀 집합이 생성되어 추상화된 회화가 생성된다.
ColorRandomness는 색상의 다양성 범위를
나타낸다. 파라미터에 큰 값이 적용될수록 hue값에

ColorRandomness

파라미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본 연구에
최적화된 9 가지 표준 감성을 러셀의 Circumplex

더 많은 변동을 주어 더욱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회화가 생성된다. 그림 2는 각 네 가지 파라미터

Model[5]에 기반하여 그림 4 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값에 따라 회화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용자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9 가지 감성에
대한 네 가지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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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전이한

이미지는

특정

감성에

대한

파라미터가 적용되어 최종적인 회화를 생성하였다.
그림 6 를 통해 네 가지 파라미터와 색상 전이를
적용하여 생성한 최종 회화를 볼 수 있다. 각 회화는
9 가지 표준 감성에 기반하는 회화를 생성한 결과이다.

그림 3 IAPS 이미지의 예시

그림 6 네 가지 파라미터와 색상 전이의 적용하여 생성된
최종 회화

3. 결과
그림 4 러셀의 감성 모델을 기반으로 정의한 9 가지 표준
감성

본 논문에서 분석한 회화 요소를 통해 얻은 파라미터
값과 색상 전이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나타내는 회화를 얻어내었다. 이 결과 회화들이 특정

2.3 색상 전이

감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회화의 감성 정확도를 비전문가 15 명에게 응답

Color Transfer 는 특정 감성을 보다 더 잘 나타내는
회화를 생성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에 사용된 색상

받았다. 원본 IAPS 이미지와 특정 감성을 반영한

데이터 베이스는 Kobayashi 의 Color Image
Scale 이다[6]. 특정 감성에 대한 색상은 사용자가

회화를 함께 보여준 후 원본 이미지보다 특정 감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5 단계의 강도로 응답 받았다.

입력한 감성 값과 연관하여 찾았다. 사용자가 입력한

그 결과 그림 7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감성 값과 Arousal 과 Valence 의 2 차원 평면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감정 형용사를 찾아낸 후 이
형용사와

매치되는

Color

Combination

‘tired’와‘sleepy’의 경우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특정
감성에 대한 색상 전이가 잘 적용되어 4 점 이상의

을

감성 정확도가 나타났다. 모든 표준 감성에 대해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찾아낸 Color Combination 을
[7],[8]의 Color Transfer 에 적용하여 이미지의

대체로 좋은 감성 정확도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네 가지 파라미터와 색상 전이

색상을 전이하였다. 그림 5 는 각 표준 감성에 따른

알고리즘을 통하여 하나의 이미지에서 특정 감성을

색상 변이 예시를 보여준다.

나타내는 회화를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림 5 표준 감성에 따른 색상 전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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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lebroux, A., Goldstein, T.R., Winner, E.
Short-term mood repair through art-making:
Positive emotion is more effective than venting.
Motivation and Emotion, 32(4): 288-295, 2008
3. Chung,

S.,

Kim,

S.,

Yoon,

K.

Painterly

Rendering Technique in Mobile Environment
using GPGPU. The HCI Society of Korea, 2017
4. P.

Lang,

M.

Bradley,

and

B.

Cuthbert,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IAPS) :
Affective ratings of pictures and instruction

그림 7 감성 정확도 측정을 위한 사용자 조사 결과

manual.”, Technical report A-8.

4. 결론

5. Russell, J., Noble, B., and Sneddon, I. N., A

본 연구는 사용자의 특정 감성에 대한 회화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회화적
렌더링

Circumplex

시스템으로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따른 회화를

6, pp.1161-1178, 1980

Model

of

Affect,

Jo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

생성하여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회화 요소와

6. Shigenobu Kobayashi, “The aim and method of

감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를 통하여 특정 감성 값에 대한 회화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
Application 1981, Vol. 6, Issue 2, 93-107

파라미터 값을 얻어내었다. 하지만 파라미터 값만을

7. Reinhard, E., Ashikhmin, M., Gooch, B.,
Shirley, P. Color transfer between images, IEEE

이용하여 회화를 생성할 경우 각 감성 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Color transfer 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특정 감성을

Comput. Graph. Appl., 2001, 21, (5), pp. 34–

보다 더 잘 표현해내는 회화를 생성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회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8. Seo, S, Park, Y, Ostromoukhov, V, “Image

있었으며, 이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회화에

recoloring using linear template mapping”,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좋은 색상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Multimed Tools Appl, 2013, Vol. 64, 293-308

41

감성을 잘 자아내지 못하는 회화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후, 색상 전이 알고리즘에 적용 될 색상
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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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T 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증대되면서 젖산,
콜레스테롤, 요소, 감염성 병원균 등 다양한 생체
물질들을 분석하는 바이오센서들에 대한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약문
본 논문은 (크기, 색, 모양 등 다른) 다양한 종류의
래피드 테스트 키트를 하나의 기기에서 정량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범용
리더기를 개발한다. 또한 다수의 장비를 동시
병렬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이를
검증한다. 래피드 테스트 키트는 두 단계로 검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는 정성적인 검사이다. 이는
키트로부터
C(Contorl)밴드,
T(Test)밴드를
검출하고, 이에 반응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정량적인 검사이고, (C 와 T) 밴드로부터 추출된
값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 값을 데이터화 시킨다.
범용 래피드 테스트 리더기는 카메라로 부터
영상을 전달받는 영상 획득부, 영상을 보정하는
전처리부, 키트를 평행하게 위치하는 키트 정렬부,
정량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키트 인식부로
구성한다. 성능 평가를 위하여 TPR(True
Positive Rate)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60 개(6 대의 장비를 동시
병렬적으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래피드 키트를
선정함)의 슬라이드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식 결과를 피드백 받는다. 결과적으로
100%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POCT 기술 내에, 진단 시약을 이용하여
항원-항체에 대한 발색반응을 크로마토그라피
법으로 진단하는 래피드 테스트를 타겟으로 한다.
여기서, 래피드 테스트 키트는 그림 1 과 같이
브랜드에 따라 크기, 모양, 색, 등 서로 다른 특징을
포함하며, 키트 별로 검사기가 개발되어진다.

그림 1 래피드 테스트 키트의 샘플

영상 내에, 가변적인 빛과 반사율, 키트의 회전 및
비고정적인 위치 등 제약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를 보정하고,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주제어
래피드 테스트 리더(Rapid test reader), 배경
제거(Background subtraction), 호그 변환(Hough
transform),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
Chamfer Matching

2. 정성적/정량적 검사 방법
래피드 테스트 키트의 결과부에는 C(Control)라인,
T(Test)라인이 존재한다. 정성적인 검사는 C,
T 에 대한 반응에 따라 Positive 와 Negative 로
결정된다. C 의 반응은 키트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표현하며, T 는 항원-항체에 대한 반응
결과를 의미한다. C 의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키트의 불량으로 판단한다.

1. 서 론
병원에서 하는 정밀 검사를 가정, 약국 또는
응급실과 같은 환자 옆이나 현장에서 간편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휴대용 검사도구를 POCT(Point
of Care Testing)라고 부르며, 이는 체외진단(In
Vitro Diagnostics) 분야에 속한다. 다가올 고령화,
복지 사회를 대비하고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큰 시장의
기회가 발생할 분야이다. POCT 의 중요 기술
분야는 바이오센서이다. 기존에는 혈당 측정용
바이오센서가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검사는 우선 (C, T)의 반응 결과와
위치정보를 전달받고, C 영역을 기준으로 T
영역과의 상대적인 비교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서 상대적인 비교 데이터는 (휘도, 색 분포)의
차이 값을 활용한다. 그림 2 는 정성적/정량적
검사에 대한 과정을 표현한다. 정성적인 측정
결과는 Positive, Negative 로 나타내며 정량적인
측정 결과는 단계별에 따른 히스토그램 형태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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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하는 키트 정렬(Kit alignment)부, 결과적으로
결과부내에 (C, T) 라인의 반응을 검출하고, 이에
정량적인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키트 인식부(Kit
recognition)로 구성한다. 그림 4 는 범용 래피드
키트 검사기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4.1 Kit-image acquirement 부
다중 검사기 장비로부터 순차적으로 영상을
획득한다. 옵션화로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응에
대한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다중 검사 키트는 무선
인터넷 허브로 연결 및 접속을 시도한다. 대여폭을
고려하고, 영상의 크기를 Cropping 하여 소스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그림 2 정성적/정량적 검사에 대한 과정

3. (다중 검사기 기준) 병렬 구조 설계
생산 능력(Capability) 향상을 위하여 다중
하드웨어 구조 설계는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영상 DB(Database) 저장은 검사의
소요시간과 투입인력에 큰 영향을 준다.

4.2 Pre-processing 부
영상 내에 잡음, 가변적인 조명, 반사 등은
결과부에 대한 검출 및 인식에 영향을 준다. 이
모듈은 휘도, 대비, 그리고 색 분포를 항상
균등하게 보정하고, 불규칙적인 잡음을 제거한다.
또한 형태(Shape) 인식을 위하여 윤곽선을
강조하고, 색 분포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하여 화이트 밸런싱[1]을 수행한다.
그림 5 는 전처리부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다중 키트 검사기를 무선 인터넷 허브로
연결하고, 실시간 적으로 영상을 획득한다. Laptop
내에 저장된 영상은 (키트 검사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키트 인식 알고리즘으로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영상과 인식 결과를 리포트
한다. 그림 3 은 무선인터넷 허브를 기준으로 다중
키트 검사기와 Laptop 의 연결 구조를 보여주며,
최대 255 유닛까지 확장된다.

그림 5 전처리부 처리과정
그림 3 다중 키트 검사기와 인식 알고리즘이 탑재된
Laptop 의 연결 구조

(a)

(b)

(c)

(d)

그림 4 범용 래피드 키트 검사기 흐름도

4. 검출/인식 흐름도
범용 래피드 테스트 리더기는 먼저 다수의 장비로
부터 영상을 전달받는 영상 획득부, 가변적인 빛,
잡음, 렌즈왜곡 등 영상을 보정하는 전처리(Preprocessing)부, 비고정된 래피드 키트를 일정하게

그림 6 전처리부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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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은 전처리(Pre-processing)부에 대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a, b)는 Before correction 을
나타낸다. (c, d)는 After correction 을 보여준다.
(a, c)는 RGB 색 공간이고, (b, d)는 HLS 색 공간
내에, L 인 Intensity(휘도)를 묘사한다.
(a)

(b)

(c)

(d)

(e)

(f)

4.3 Kit alignment 부
래피드 키트는 브랜별에 따라 모양(Shape),
크기(Size), 색(Color) 등 가변적인 제약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검사기 내부 트레이(Tray) 상에
키트가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 조건 상에 위치 변동(Transformation), 회전(Rotation)이 포함된다. 이
모듈은 키트 영역 내에 소프트웨어 적으로
기하적인 변환을 보정하고, 고정적인 틀과 같은
물리적인 기구설계의 원가 절감의 효과도
존재한다. 여기서 고정적인 틀은 범용(Universal)
래피드 키트 검사기 개발에 한계가 있다. 브랜드
별로 고정된 틀을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제품 양산에 제약이 된다.

그림 8 Kit alignment 결과 영상

그림 7 은 Kit alignment 부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배경을 제거하여 전경
영상을 추출한다. 전경 영상 내에 구멍(Hole),
끊임(Discontinue) 현상 등 제약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Filling 하고 연속성을 보정한다. 관심 영역을
분할하고, 이 영역에 대한 장-축(Long-axis)[2]을
검출한다. 이에 축의 회전각을 측정하고, 이를 역
변환(Reverse Transform)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항시 수평적인 키트 영상 획득이 가능한다.

4.4 Kit Recognition 부
래피드 키트 내에 C(Control)-T(Test)라인이
존재한다. 이 (C, T)에 대한 반응은 결과부 상에
출력되며, 브랜드에 따라 스펙트럼 색의 정도가
다르게 표현된다. 이 스펙트럼 정보는 래피드 키트
제작 과정 내에, 사용된 시약에 따른 항원-항체
반응 모델을 생성하고 이 모델은 정량적인 검사를
할 시에 적용한다.
그림 9 는 Kit recognition 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키트 내부에 존재하는 결과부는 모든 키트의
중심에 위치를 하며, 주변 영역에 (C, T)의 문자가
표기되어 있다. 결과부를 검출하는 과정 내에,
템플릿 정합(Template Matching)[3]을 이용 하고,
검출된 이 영역의 주변을 탐색한다. 여기서 (C,
T)에 대한 히스토그램 정합과 같은 간단한 연산
방식으로 문자 인식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C,
T)에 대한 영역의 (휘도, 색 분포)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차이 값을 리포팅한다.

그림 7 Kit alignment 부 처리과정

그림 8 은 Kit alignment 에 대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8-(a)는 원 영상이고, 8-(b)는 배경
제거를 거친 전경 영상을 나타낸다. 8-(c)는
추출된 전경 영상 내에 존재하는 구멍과 같은 빈
공간, 잡음 등을 보완한 영상이고, 8-(d)는 전경
영상을 기준으로 추출한 윤곽선 영상을 보여준다.
이 윤곽선 영상과 빈 공간을 보정한 영상을
이용하여 8-(e)와 같이 장-축을 검출한다.
결과적으로 8-(f)는 수평적으로 정렬된 키트
영상을 묘사한다.

그림 9 Kit recognition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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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은 Kit recognition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10-(a)는 키트 영역의 중심을 검출한 영상이다.
녹색 박스는 키트 영역 내에 주요한 영역을
의미하고, 노란색 박스는 중심(Center) 영역을
표현한다. 10-(b)는 윤곽선 기준으로 템플릿
정합에 사용할 Distance Map 을 나타내며, 10(c)는 Distance Map 에 결과부의 형태와 유사한
영역에 대한 Matching Score 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10-(d)는 도출한 결과부를 묘사한다.

(a)

5. 실험 결과
본 연구는 평가 전문기관에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평가 방법은 TPR(True Positive Rate) 방식을
이용하고, 키트 검사기 6 대를 동시 병렬적으로
작동하여 인식 결과를 추출한다. 검사자가 6 대의
장비에 무작위로 슬라이드를 선정하고 투입한다.
이 과정을 10 번 반복하여 총 60 회를 반복하였다.
평가 결과로 정확도 100%을 검증하였다. 그림
13 은 정량적인 검사의 결과를 나타낸다.

(b)
그림 13 정량적인 검사의 결과 영상

6. 결론
(c)

범용 래피드 키트 검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내에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모양, 크기, 색 등 제약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키트별로 검사기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립된 장비로 각기 다른 브랜드의 키트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평가전문기관에서
우수한 성능(정확도 100%)을 검증하였다.

(d)

그림 10 결과부(Output-Section) 검출 결과 영상

그림 11 은 키트 내부에 추출된 결과부를 분석하고,
이에 반응 결과를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1-(a)는 결과부 내에 극값(Peak-Point)을
검출한 영상이고, 11-(b)는 (C, T)에 대한 결과를
묘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2 는 정량적인
검사의 흐름도를 표현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CY190010)”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a)

1. Yoon Kim, June-Sok Lee, A.W. Morales,
Sung-Jea Ko, “A video camera system with
enhanced zoom tracking and auto white
balance”,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Volume 48, Issue 3, Aug, 2002.

(b)

그림 11 (C, T)에 대한 반응을 도출한 결과 영상

2. Priyanka Mukhopadhyay, Bidyut B.Chaudhuri, “A survey of Hough Transform”,
Pattern Recognition, Volume 48, Issue 3,
pp.993-1010, March, 2015.
3. Ming-Yu, Oncel Tuzel, Ashok Veeraraghavan, Rama Chellappa, “Fast directional
chamfer matching”, 2010 IEEE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CVPR), pp.16761703, 2010.

그림 12 정량적인 검사에 대한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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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생활가전

알고리즘에 따라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상호 비교한
제품

공정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검사

대상물을 특정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고,
비전검사 알고리즘에 따라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상호

결과를 출력하여 검사 대상물을 양품 또는
불량품(스크래치, 찌그러짐, 이물질 검출 등) 상태를
판단하는 검사장비를 개발한다.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여 실시간으로 검사 대상물을
양품 또는 불량품 상태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주제어
생활가전, 외관검사, 머신 비전, 영상처리, 스마트공장

1. 서 론
기존의 생활가전 제품의 제조/생산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최종 검수를 진행함에 있어 사람의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낮은 품질
수준과 시간과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품질관리와 생산성 및 관리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생활가전
제품을 검수함에 있어 검사자(Inspector)의 육안검사에
의한 전수검사의 한계성은 불가피하며, 기존 육안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검사 방안
마련과 다양한 불량 유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비전(machine

공장과

vision)기술의

카메라
보급

기반의
및

그림 1 연구의 목표 및 방향

2. 본문
검사 대상물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촬영하고, 비전검사 알고리즘을 이용 이미지를 비교,
분석 및 처리한 결과를 통해 검사 대상물을 양품 또는
불량품 상태를 30 초 이내 판단하는 외관 고속 SCAN
검사 장비를 개발한다.

머신

확산으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으로 제품의 불량 유무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검수의 신뢰성과 속도 향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머신 비전 기반의 자동검사 시스템은 분석
항목의 다양화, 분석 수요 증대, 복합 기능화, 분석의
고속화, 사용 편의성 증대, 실시간 분석 대상 및 항목의
증대,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수요의 증대로 분석 시간의
단축과 자동화에 의한 연속 측정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간의 단축과 자동화에 의한
연속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활가전
제품 공정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검사 대상물을 특정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고,

비전검사

그림 2 기술의 개요

또한, 공정라인의 검사 결과 신뢰도를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과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전검사장치(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생산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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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이상 유무(스크래치, 찌그러짐, 이물질

획득단계, 영상 디스플레이단계, 검사단계로서 3 개의

검출 등)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 알고리즘과 영상처리
후 표준 이미지와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할 수

주요과정으로 분리하여 기능의 명확성을 도모하였다.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2.1 검사장비 설계 및 개발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공정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검사 대상물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촬영하고 검사하기 위한 그림 3 과 4 와 같이
H/W 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그림 5 Image Processing 검사영상처리 S/W 기술 개념도

2.2.1. 스크래치 검출 알고리즘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Contrast 를
조정하여 잔상을 제거하고 이진화된 영상의 Blob
면적을 이용하여 불량 계산 및 판단 결과를 출력하며,
냉장고 표면의 긁힘(스크래치) 검사를 위해 정상
제품을 미리 저장해 놓은 Reference 이미지와
불량제품을 상호 비교하여 스크래치를 검출 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생활가전 고속외관 SCAN 검사장비 설계도

그림 4 생활가전 고속외관 scan 검사장비 시제품

2.2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개발된 H/W 의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영상을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냉장고 외관의 에러인
긁힘, 이물질, 흑점을 계산하고,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상호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여 검사 대상물을 양품 또는

그림 6 스크래치 검출 알고리즘

불량품을 판별하기 위하여 그림 5 와 같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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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물/찍힘 검출 알고리즘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이미지를 배경 격자 모양의
음영과 같은 배경 잡음이 심한 상태에서도 얼룩을 찾을
수 있는 잡음에 강건한 주목 연산자(NTGST)를
이용하여 각 화소 쌍들의 대칭점에 대한 대칭 기여도를
누적하고, 대칭도 맵(symmetry contribution)을 구한
다음 대칭도 맵에서의 첨두 위치를 구하여 얼룩을
검출하도록 하며,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Contrast 를
조정하여 잔상을 제거하여 이진화된 영상의 Blob
면적을 이용하여 불량 계산 및 판단 결과를 출력하였다.
그림 8 장비 설정 화면

그림 9 메인화면 UI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10 과 같이 획득된 영상을
분석하여 냉장고 외관의 에러인 긁힘, 이물질, 흑점,
찍힘을 계산하고,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상호 비교한
결과를 화면에 표출하도록 하였다.

그림 7 이물/찍힘 검출 알고리즘

2.3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User Interface) 개발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정보, 로봇상태, 카메라 및
조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카메라와 조명의 값을
사용자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제공(긁힘, 찍힘, 이물/흑점)과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와 정확도, 작업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 영역과 뷰에 대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출 위치와 검사영역
설정 UI 구현 기능, 영상의 이동, 확도, 축소와 검사
영역의 선택, 크기조절, 검사영역의 모양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10 메인 화면

그림 11 부터 13 는 냉장고 표면의 에러(긁힘, 찍힘,
이물질) 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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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활가전 제품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촬영하고, 비전검사 알고리즘을 이용
이미지를 비교/분석/처리한 결과를 통해 검사 대상물을
양품 또는 불량품 상태를 30 초 이내 판단하는 외관
고속 SCAN 검사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제조공정 개선
및 생산 품질향상과 제품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에
다른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생산/제조 공정의 빅
데이터화로 생활가전 분야 New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긁힘 검사 결과

사사의 글
본
연구는
“2018
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그림 12 이물질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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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찍힘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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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검사 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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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주제어
미세먼지가

중요핚

대기

오염

문제로

Advection-diffusion

대두되고 있으며 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나 화재 연기 또는 황사 먼지와 같은 대기

model,

Finite

difference

method, Compressed Sparse Row, Conjugate
Gradient Method, Digital Twin

오염 물질의 분포를 예측하고 그에 대핚 결과 값을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여 응용핛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는 시뮬레이션은

1. 서 론

그러핚 응용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류-확산 모델은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세계와 동일핚 디지털
쌍둥이를 맊드는 것을 의미핚다. 미래 지향적이며

대기 물질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사용핛 수 있는
수학적 모델 중 하나다. 대기 오염 물질의 분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시갂에

의존적인

다양핚 사회문제를 해결핛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

이차원

도시 욲영, 개발에 적합하다. 미세먼지나 화재 연기
등 물질의 대류-확산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advection-diffusion equation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이 발생원에서 도시 구조에 따라 확산되는

시뮬레이션을 맊든다면 미래의 일정 구역에 대핚

모습을 확인핚다. Equation에서 물질의 농도, 확산

분포를 현실과 비슷핚 모습으로 관찰핛 수 있을
것이다. 또핚, 디지털 트윈이 시스템 갂의 데이터와

계수, 속도 벡터 등으로 오염 물질의 속성을 맊들
수 있다. 우선, Equation을 수치 해석에 유용하도록
형태를

바꿔야

핚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를

finite

미래를

때,

분포

홗용하여 맵을 구성하였다. Mapbox는 디지털
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핚다. 이를 통해 실제

후, Unity3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으로 시각화 된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구현되어

고려하였을

Unity3d에서 정적 데이터를 구축핛 때, Mapbox를

최종적으로 행렬 대수 기법으로 수치 해석을 거친

비슷하게

점을

데이터를 홗용하여 실시갂 대응책을 맊드는 등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핚다.

difference method(FDM)을 사용하여 행렬식으로
해결핛 수 있는 방정식 형태로 변홖시킨다.

모델과

공유핚다는

지도와

예측하는

GPS

정보를

Unity3D공갂

상에

쉽게

표현핚다. 또핚 국토 지리 정보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 지형도를 홗용하여 도시를 모델링하고

기술이다. 따라서 일정 구역의 대기 오염 물질의
분포 과정과 시갂 경과 후의 모습을 핚 눈에 확인핛

정적데이터를 완성핚다. 정적데이터는 시스템 갂의

수 있을 것이다. 뿐맊 아니라, 대류-확산 모델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게 핚다.

데이터를 사물, 공갂, 건물 등 또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여 대기 오염에 대핚 대응책을 실시갂으로

가상 공갂 상에 다양핚 동적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 욲영을 핛 수 있을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핚,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드를 생성, 핛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것이다.

디지털 트윈의 시스템은 각각의 layer로 존재핚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류-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출력하고 layer에 표현하여 시각화 하는
방법을
mes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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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시뮬레이션이

확산 모델이 적용되고 이들은 영향을 받아 값이

가능하다. Mesh는 3차원 좌표 정보, 노드는 x축과
z축의 2차원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노드의

변하게 되므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맊들 수 있다.

y축에서 데이터가 표현된다. 대기의 물리적 물질의
2.3 Advection-Diffusion Equation

분포를 해석하는데 사용핚 수학적 모델은 대류-확산
모델이다. 수치 해석을 위해 행렬 대수 기법을
사용하였다. 행렬의 각 원소의 위치는 개별 노드의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용핛 시갂에 의존적인
이차원 advection-diffusion equation은 다음과

좌표가 되며, 원소는 시갂에 따른 노드의 데이터,
즉 확산 농도의 값을 가짂다.

같다.
(3)

2. 본론

는 물질의 농도,
은
계수

2.1 노드 좌표 생성
Unity 상에서 노드는 x축과 z축의 2차원 좌표를

는 확산 계수,

는 속도 벡터,

의 source를 나타낸다. 대기 물질의 확산
의 값은 일반적으로
로 쓰인다[1].

식 (3)을 시갂의 미분에 따라 다시 쓰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드의 개수에 따라 노드
좌표가 바뀔 수 있도록 핚다. 원하는 노드의 수와
mesh 양 끝의 좌표를 가지고 노드 좌표의 차를
구하는 원리이다. 첫번째 노드의 좌표 값을

와

(4)
,

(5)

마지막 노드의 좌표 값을
와
이라고 하면,
행, 열에 해당하는 노드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이다. 식 (5)을 다시 행렬식으로 고치면

구핛 수 있다.

(6)

(1)
이다. 여기서
(2)

실행하기

Equation 구현에 대핚

젂에

는

개의

인 대칭 행렬이고

,
는
인 열 벡터이다. 시갂 단계에
따라 노드의 y축에서 표현되는 데이터는
이며,

2.2 경계 조건
시뮬레이션을

. Mesh는

노드를 가지고 있으며

매시갂 단계마다 필요핚

경계에서의

는 직젂 단계의

가

된다.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에는 mesh의 경계선이 해당되고 경계선
설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건물 경계선과 가장자리

2.4 수치 해석

경계선이다. 경계선을 설정으로 도시 구조에 맞게

행렬 대수 기법으로 해결핛 수 있는 방정식 형태로
변홖핚다[2].

수치 해석을 위해 FDM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분포가 짂행되고 더욱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맊들
수 있다. 건물 경계선을 설정하는 경우, ‘Box
Collider’와 ‘Ray cast’를 사용해서 ‘Tag’ 정보를

(7)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핚다. ‘Box Collider’로
mesh가 건물을 인식하면 건물의 ‘Tag’ 이름이

(8
)

바뀐다. 이 정보를 ‘Ray cast’가 받아들여 mesh에
여기서,

닿는 건물을 경계선으로 설정하도록 설계핚다.
가장자리 경계선을 설정하는 경우, 가장자리에 있는
노드를 경계선으로 설정하도록 설계핚다.

의 값을 갖는 행렬

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에

대핚 행렬에서 경계 조건에 해당하는 노드 의 값을
0으로 구성하면 경계선을 제외핚 노드에서맊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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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대수

기법에서

고려된

처리

방법은

CGM(Conjugate Gradient Method)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CGM은 대칭인 행렬을 갖는 선형계의
해를 구하는 수치 알고리즘이며
그림 1 행렬
행

방정식을 갖는다. 이는 보통 반복 알고리즘으로
풀리기 때문에 직접 풀기에 너무 큰 계를 갖는

의 구조

에는 노드

에 대핚 노드 값의 계수가

희소행렬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단순히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경계 조건에 해당하는 행을

역행렬을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 CGM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처리 시갂에 있어 효율적이다. 본

제외하고
의 값은 식(7), (8)의 농도 에 대핚
finite difference의 계수로 구성핛 수 있다. 경계
조건에 해당하는 행

와 같은

연구에서는

는 1이며 다른 모든 항목은

ALGLIB에서

제공하는

‘CG-solver’를

솔루션으로 사용핚다. 이때 출력 값인
는
노드의 y축 값이 되어 시각화 핛 수 있도록 하고,

0이다[3].

이 다시

이 되도록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시갂 단계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 질 수 있도록
핚다. 이때 중요핚 것은
과
에 대핚
행렬에서 경계 조건에 해당하는 노드

의 값을

0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9)

2.5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은

대류-확산

모델의

시뮬레이션이

300초가 경과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Mesh의 속성으로 노드의 행과 열의 개수는 각각
여기서
도식화 되어있다.

이며, 이 방법은 그림 2에

50으로 총 2500개이다. 또핚, 모델의 속성으로서
)에 대핚 의 값에 1을
시갂 단계마다 노드(
부여하였고 농도 의 source와 속도의 값을 0으로
하였다. Mesh의 높이에 따라 확산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행렬 A 구성 방법 도식화
행렬

는

인 매우 큰 계를 가지고 있는
그림 3 시뮬레이션 예시

대칭적인 희소 행렬이므로 시뮬레이션 구동 시갂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핚다. 수치 해석 시갂을
줄이기 위해서 행렬 의 메모리를 감소시키고 행렬

그림 4은 실제 거리가 2km이며, Mesh가 건물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경우의 데이터를

대수 기법을 위핚 시갂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핚다.
먼저, 희소행렬인 행렬
는 행렬의 대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확산 시작 위치에서 제일

차지하는

0이

메모리로

낭비

되므로

높고 위치에 따른 분포 정도를 알 수 있다.

압축시킨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0이 아닌 항목맊 행렬로 구성되며 이들의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CSR(Compressed

Sparse Row) 구조로 바꾼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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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이점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연구에서는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다양한

거리에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다중 초점
블랙박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은 초점 거리 조절이 가능한 다중 초점 모듈과

보험회사에서도 블랙박스 장착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지원하는 등 블랙박스는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다.
기존의 차량용 블랙박스들은 주로 고정 초점 렌즈를

영상 녹화/영상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사용하여 초점을 과초점 거리에 맞춘다[3,4,5]. 과초점

연구에서 사용된 다중 초점 모듈은 유연 액추에이터를
활용하여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초점 조절이

거리란 렌즈의 초점을 무한대에 맞추었을 때
카메라로부터 모든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기

가능하다.

분리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6].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한 화면에서 근거리 영상과
원거리 영상을 동시에 분할 출력한다. 영상 처리

따라서 고정된 과초점 거리를 사용하는 블랙박스는
과초점 거리의 2 분의 1 지점부터 무한대까지 별다른

프로그램은 야간 혹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선명한

조작 없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7], 과초점

영상을

거리의 2 분의 1 지점보다 가까운 초 근접 거리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아 선명한 녹화영상을 얻기 어렵다.

영상

녹화

제공해준다.

프로그램은

따라서

프레임

제안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은 차량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 그리고 CCTV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하는 경우 초 근접 거리에서 일어난 당시 사고
장면에 대하여 선명한 영상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주제어
블랙박스 시스템, 다중 초점 렌즈, 고정 초점 렌즈,
과초점 거리

1. 서 론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2013 년 84.2%, 2015 년 91.5%, 2017 년
93.2%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운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1].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 및 주정차 상황을 녹화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따라서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대상물 간 접촉사고가

파악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의 속도, 안전벨트 착용 상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지원해주는 등의 다양한

있다.
이러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고 원인 분석 관련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8,9].
Kim 등은 포렌식영상을 활용하여 사고 전 특정 구간의
이동에 걸린 차량의 평균 속도를 분석하여 충돌 지점의
사고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8]. Choi 등은
충돌 전 차량 속도와 사고 당시 노면의 타이어
흔적이나 차량 파편 등 비산 흔적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9]. 이와 같은
기술들은 차량, 주변환경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예측하도록 해주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인 만큼 오차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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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보다 정확한 영상 기록을 위해 복수

마이크로프로세서(Arduino mini 05), 카메라(oCam-

이상의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10,11]. Kim 등은 차량의 전후좌우에 4 대의

1CGN-U-T), 다중 초점 렌즈, 가속도 센서(AM3AXIS V03), DC-DC 컨버터(MP-A30), 광

블랙박스를

다이오드(OZ150SG),

장착하여

근접

거리를

포함하여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SFH

다차원에서 영상 기록이 가능한 블랙박스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10]. Jang 등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4350) 등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카메라,
다중 초점 제어 모듈, 가속도 센서를 제어하며, 시리얼

전후좌우에 4 대의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마치 위에서

통신을 통해 PC 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카메라는

내려보는 듯한 사각지대가 없는 영상정보를 제공,
저장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하며 녹화된 영상을 PC 로 전송한다. 초점 렌즈는

개발하였다[11].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겔 기반 유연

그러나

복수

이상의

블랙박스를

활용할 경우 공백 없는 영상 정보의 수집 및 저장이
가능하지만, 블랙박스마다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이 필요하고 저장용량이 매우 커서
때로는 별도의 저장 매체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블랙박스에서 초점 거리
조절을 통해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다양한 사고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2]. DC-DC
컨버터는 유연 액추에이터의 구동 전압에 맞추어
전압을 승압하는 역할을 하며,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는 다중 초점 제어 모듈에 인가되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b)는 제안하는 영상 녹화 프로그램과 영상

다중 초점 렌즈 모듈을 활용한 블랙박스 시스템을

처리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영상 녹화 프로그램은 영상
녹화 기능, 충격 감지 자동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 영상

제안한다.

녹화 기능은 영상 프레임 분리를 통해 근거리 초점과

2. 시스템 소개

원거리 초점의 두 영상 정보를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준다. 충격 감지 자동 녹화 기능은 블랙박스에

2.1 제안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의 구성도

발생하는 충격 감지 시점을 기준으로 충격 발생 전후
각 10 초, 총 20 초의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 처리 프로그램은 나이트 비전 기능과

(a)
다중 초점 렌즈

번호판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나이트 비전 기능은

카메라

영상의 명암을 조절하고, 번호판 인식 기능은 번호판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제한된 상황에서도 선명한 영상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속도 센서

정보를 제공한다.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2.2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의 초점 제어 원리
DC-DC 컨버터

그림 2 는 제안하는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의 제어
원리를 보여준다.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은 그림 2. (a)와
같이 입력 신호에 의해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가

< 다중 초점 제어 모듈>
(b)

동작하게 되면 광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고, 이에 따라
유연 액추에이터에 고전압이 인가된다. 고전압이
인가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유연 액추에이터는 금
Start

Stop

Ctrl

Play

Pause

Stop

Open file

Night vision

전극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로 인해 렌즈의

Detect

< 영상 처리 프로그램 >

초점거리가 짧아져 근거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림 2.
(b)와 같이 유연 액추에이터에 고전압이 인가되지

그림 1 제안하는 블랙박스 시스템 구성도 (a) 다중 초점 제어
모듈, (b) 영상 녹화/처리 프로그램

않으면 탄성 복원력에 의해 유연 액추에이터는 초기

< 영상 녹화 프로그램 >

상태로 복원된다.

제안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은 다중 초점 제어 모듈,
영상 녹화 프로그램, 영상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1. (a)는 제안하는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은

유연 액추에이터는 전기 용량을 에너지로 저장하는
캐패시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회로
구동을 위해 충/방전 회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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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 FPS(Frames Per Second) 등을 조절할 수 있는

5V

기능으로[13], 렌즈가 근거리 초점과 원거리 초점을
획득할 때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카메라 트리거를

고전압
(0~3.5kV)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전류의 방향

입력 신호1

제어하여 근거리 프레임과 원거리 프레임을 모두

정전기적 인력

수집한다. 획득한 프레임들은 프레임 분리 알고리즘을
통해 근거리 프레임과 원거리 프레임으로 분리되어

이
이
미
미
지
지
센
센
서
서

5V

근거리
초점

버퍼에

원거리
초점

저장되고,

분리된

프레임들은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한 화면에 분할되어 출력된다.

입력 신호2

3. 결론

블랙박스 영상

<충전>

기존 블랙박스는 과초점 거리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
근접 거리에 있는 대상물을 선명하게 녹화하지 못하는

(b)

5V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리 영상과
원거리 영상을 동시에 저장, 출력할 수 있는 다중 초점

고전압
(0~3.5kV)
광 다이오드

블랙박스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은

전류의 방향

유연 액추에이터

입력 신호1

정전기적 인력
5V

이
이
미
미
지
지
센
센
서
서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다양한 영상기록 장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근거리
초점

광 다이오드

입력 신호2

차량 외에도 다양한 운송장비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안하는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은 CCTV 등의

전극

예상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 물체 인식, 비전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이 추가될 경우,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

원거리
초점

렌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

사사의 글

<방전>
그림 2 다중 초점 제어 모듈의 초점 제어 원리

그림 2. (a)에서 입력 신호 1 에 의해 위쪽의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가 동작하면 고전압에 의해 인가된
전류가 유연 액추에이터 내부에 충전되게 되고, 그림 2.
(b)와 같이 입력 신호 2 에 의해 아래쪽의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가 동작하면 고전압이 인가되지 않아 전류가
점점 방전되게 된다.

프레임 1
(근거리 초점)

: 근거리 물체
: 원거리 물체

카
메
라

제어 회로

연구되었음[10077367]. 또한, 이 논문은 2018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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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본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게이지를
영상처리로 인식하는 기술은 사람이 수동으로
확인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게이지로 교체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어려운 경우, 저가의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게이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방법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날로그
멀티메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연구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주제어
Analogue Gauge Recognition, Image Processing,
Image recognition

1. 서 론
아날로그 게이지란 물리적인 특징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기구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널리
사용되는 측정 장비로써 최근 많은 아날로그 장비가
디지털 장비로 변경되는 등 디지털화, 자동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아날로그 게이지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아날로그 게이지를 사용했을 경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아날로그 게이지를 보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게이지를 사람이
수동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아날로그 게이지를
인식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메터(Analogue
Multimeter)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게이지의 변화를
스위치를 통해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
멀티 메터에서 게이지의 부분과 스위치를 통해
설정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각각 찾아서
스위치에 따른 핀이 가리키는 값을 다르게
가져오도록 한다. 이때 핀의 값을 가져오는 것은
각도를 기준으로 값을 가져오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게이지를 인식한다. 그리고 설계한
아날로그 게이지 검출 프로세스가 환경조건에
어느정도 인식률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2.1 Related Work
1) SURF 기법
SIFT 기법의 speed 부분을 개선하고자 나온 기법
중 하나인 Speeded-up robust feature (SURF)
알고리즘[1]은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특징 점(key point)이란 어떤 입력
영상에서 물체를 식별하거나 두개 이상의 영상의
공통 부분을 찾을 때 물체와 물체이외의 배경 혹은
또다른 물체들과 식별되는 특징을 갖는 점이다.
SURF 기법은 픽셀의 밝기 값의 합을 통한
적분영상(integrated image)을 구하고 근사 헤시안
행렬(approximated hessian matrix)의 행렬식을
사용하여 타 기법에 비해 빠른 속도로
특징 점
추출한다. 추출후에 주방향을 찾고 기술자 추출을
통해 매칭하여 서술한다.

2) 허프 변환(Hough Transform)
허프 변환[2]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도형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도형에 대한 허프
변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선의 허프 변환만을
보면 다음과 같은 수식(1)을 갖는다.

(1)

여기서 r 은 원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수직으로 잇는
선의 거리이다. Angle 은 r 과 x 축이 이루는
사이각이다.

그림 1 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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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은 x 와 y 는 상수로 놓고
angle 과 r 은 변수로 놓는다. 이 때 x 와 y 가 상수가
되는 이유는 X 와 y 에 해당하는 점은 수많은 선이
지나는데 그 수많은 선들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상수가 된다. 반면 angle 과 r 은 원점과 직선 사이에
그어지는 선은 한 개 이기 때문에 변수가 된다.
하나의 입력 이미지 픽셀이 x 와 y 일 때 해당
좌표에서 부터 수식 (1)에 모든 angle 을 대입하여
구한 angle 과 r 들을 누적한다. 그 누적한 것 중
가장 큰 값 angle 과 r, x 와 y 를 이어 직선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직선 이외에도 원에 대한 허프
변환을 통해 원을 찾아 낼 수도 있다.

2.2 실험 방법 및 설계

(2)

X 의 경우 스위치로 선택한 값의 범위의 최대 값을
나타내고 Max angle 과 Min angle 은 아날로그
게이지의 핀이 가리킬 수 있는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의미하며 Pin 은 아날로그 게이지의 핀이 가리키고
있는 angle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게이지
인식과 스위치 인식 후 각도를 출력하여 값을 내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후에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의 카메라를 통해 인식 및 조명 조건에서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멀티메터의 인식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2.2.1 SURF 기법을 이용한 부분 검출

그림 2 전체 프로세스 모식도

먼저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멀티메터의 아날로그
게이지부분과 스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분리한다. 멀티메터에서 두 부분을 나눌 때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과 스위치 부분 각각의
template 이미지를 따로 준비한 뒤 그 이미지 들과
입력 영상 간의 SURF 기법을 사용해서 특징 점을
추출하여 입력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아날로그
게이지 혹은 스위치 부분인지를 찾아 낸다.
찾아낸 부분이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일 경우
bitwise 와 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을 통해 핀을
추출한 뒤 x 축을 기준으로 핀의 각도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이때의 값은 스위치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 값의 범위가 바뀌게 된다.

그림 3 SURF 기법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해서
멀티메터에서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과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찾아서 경계 상자로 나타냄

그림 2 와 같이 SURF 기법을 이용해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과 스위치 부분을 경계 상자로 찾아
낸다. 이와 같이 먼저 경계 상자로 찾아 내는 것은
멀티메터 영상 상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과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인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SURF 기법을 이용해
원하는 부분을 crop 하여 각도 추출에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찾아낸 부분이 스위치 부분일 경우에는 원에 대한
허프 변환[1]을 이용하여 중심점을 추출하고
중심점을 중심으로 원을 검출한다. 그 후 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을 통해 원 안에 직선을 찾아 그
각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는다.
결국 찾아낸 스위치의 각도를 통해 값의 경계를
설정하고 아날로그 게이지에서 검출된 각도와
경계를 아래의 수식을 통해 아날로그 게이지에서
핀이 가리키는 값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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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아날로그 게이지에서 핀의 각도 추출

그림 5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프 변환을 사용해서
찾는 과정 모식도

그림 4 아날로그 게이지 값을 허프
bitwise 를 통해 구하는 과정 모식도

변환

1. 처음 스위치 부분의 template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원에 대한 허프 변환을 통해
스위치에 해당하는 중심점과 원을 추출한다.

기법과

그림 2 에서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과 스위치 부분을
추출하고 추출한 이미지 중 아날로그 게이지
이미지를 처리하여 핀의 각도를 알아내는 과정이
그림 3 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2. Canny edge detect 를 통해 선을 모두
검출하고 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을 통해
직선을 검출하는데 이때 원에 대한 허프
변환에서 찾아낸 중심점과 그 점을
기준으로 그린 원을 경계로 해서 내부에
있는 선만 찾는다.

1. 처음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의 template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Image difference 를
통해
아날로그
게이지
Template
이미지와의 겹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낸다.

3. 그 선을 확장시킨 뒤 검출한 선의 각도를
찾아낸다.

2.

3.

Gauge 중에서 중앙 부분 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우는데 그 이유는 매번
다른 부분만 정확히 Image Difference 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를
사용해서 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을 구하면
다양한 선이 검출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Region of interest 인 중앙
아래 부분인 핀이 시작하는 부분 근처 만을
남겨 놓아서 오류를 줄여 놓는다.
직선에 대한 허프 변환을 하여 직선을
검출하고 그 직선을 확장하여 각도를
구한다.

2.2.3 스위치 부분에서 스위치의 각도 추출
그림 2 에서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과 스위치 부분을
추출하고 추출한 이미지 중 스위치 이미지를
처리하여 스위치가 설정된 각도를 알아내는 과정이
그림 4 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찾은 각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아날로그
게이지에서 나온 각도 값에 해당하는 게이지 값을
찾는다.

2.2.4 조명에 따른 인식 성능 차이 측정
위와 같이 설계 및 구현한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명에 따른 아날로그 게이지 인식률을 실험하였다.
라즈베리 파이 3 b+ (Raspberry Pi 3 b+)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그림 6 과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파이 카메라 (Pi Camera v2
8MP)모듈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아날로그
게이지를 촬영하다가 원하는 시간에 인식하도록
설정하였다.
조명에 따른 인식 성능의 차이를 보기 위해 기준이
되는 광원의 측정 단위로 빛의 조명도를 나타내는
lx(lux, 럭스) 단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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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약 14 lx 조명
환경은 스위치 부분의 각도가 검출되지 않는다.
게이지 부분의 경우 조명 밝기가 높은 환경에서는

그림 6 제한 조건에 따른 실험 환경

실험 환경 및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광원이 없을 때 실내는 0 lx, 멀티메터에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다
⚫ 사전에 실험에 필요한 스위치 부분의 이미지,
게이지 부분의 이미지, 게이지 부분의 핀이
없는 이미지 총 3 장의 template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
⚫ 광원은 멀티 메터와는 나란히
카메라로부터 45 도에 위치한다.

위치

⚫ 카메라에 보이는 멀티메터는 기기 전체가
나오면서 정가운데 위치한다.
⚫ 광원과 멀티메터 사이의 높이는 30cm 이고
멀티메터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13cm 이며
카메라와 멀티메터 사이의 거리는 25cm
이다.

그림 7 검출된 결과 시각화

⚫ 멀티메터의 아날로그 게이지에 표시된 값들
중 간격이 일정한 간격을 가진 조건만을
실험한다.
⚫ 실험 환경을 설정했을 때 멀티메터 위치에서
광원을 최대로 하면 나오는 조명은
멀티메터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136 ~140
lx 을 최대 값으로 갖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결과는 실험하지 않았다.

3. 실험결과
위의 실험 제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 환경을
설정한 뒤 실험 한 결과가 아래의 표 1 과 같다.

표 1 조명도에 따른 각도 검출 결과(*GT:Ground Truth)
switch
angle
gauge
angle

GT*
78

136 lx
77.70

81 lx
90.00

56 lx
90.00

30 lx
89.99

14 lx
검출 x

49.8

50.30

43.98

43.98

45.00

검출 x

표 1 에서의 각 실험 결과는 10 회이상 수행하여
나온 평균 결과이다. 실험 결과와 같이 스위치
부분의 각도는 30 lx 이상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더 정확한 각도가 검출되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각도인 90 도로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 lx 환경에서는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각도가
검출되지 않는다.
표 1 의 결과의 원인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림 7 과 같이 각도 검출의 기준이 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조명 별로 배치하였다. 스위치의 경우 136
lx 의 조명환경에서는 스위치의 각도와 어느정도
비슷하게 인식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보다 낮은
조명환경에서는 덜 정확하게 인식한 모습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4 lx 환경의 경우 허프 변환
기법으로 원은 검출이 되었지만 선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출력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육안으로도 파악 못할 만큼 너무 어두운 환경 이기
때문에 스위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각도가
검출되지 않았다.
게이지 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조명환경에서 대체로
비슷한 부분에 선과 비슷한 각도로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4 lx 환경에서는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멀티메터에서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을 가져올
때 아날로그 게이지 부분의 특징 점을 잘 찾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너무
어두운 환경이라 게이지의 특징 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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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실험을 더해서 설계한 프로그램의 최저
인식 조명 밝기는 약 20 lx 에서까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OpenCV 를 이용한 구현을 통해
아날로그 게이지의 인식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교적
저가의 장치인 라즈베리 파이 환경에서도 1 초
이내의 시간에 인식을 하였으며, 약 20 lx 정도의
낮은 조도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멀티메터의 경우 지침의 굵기가 가늘어
저해상도에서는 인식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조명 이외의 습기나 전반사 등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실험을 해볼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게이지에서 해당하는 값을
각도와 매칭하는 방법이었던 것에 반해 차후에
수행할 연구에서는 아날로그 게이지 상에서 수치를
인식하여 값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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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역기구학이란 기존에 로봇 공학이나 1 인칭 슈팅게임

동작인식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등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법으로, 신체의 가장 말단 부분
정보로부터 관절들의 회전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문제이다. 가상현실 분야 또한 사용자가 취한 자세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의 자세를
추정하기위한 기존의 기기들이나 방법들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적외선 센서와 역기구학을 이용한
방식의 경우엔 센서로 추적되지 않는 신체부위는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할

때가

흔하게

생기고,

RGBD 이미지 기반 처리를 통한 방식 또한
신체부위끼리 겹쳐서 가려질 경우 인식 정확도가
급락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방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적외서 센서와 RGBD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여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로봇 공학에서는 로봇팔을 이용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때,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계산할 때
사용해왔다[2]. 1 인칭 슈팅게임에서도 플레이어
캐릭터의 총구가 향하는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캐릭터의 상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내는데 사용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동작인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Vive Tracker 를 신체의 말단
부위들에 부착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지 계산해내기 위해 역기구학을
사용하고 있다.

역기구학 기반 자세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역기구학의 경우 양 끝점의 정보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주제어

존재하는 관절의 개수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무한개의 해를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관절의 법선

가상현실, 자세 추정, 동작 인식, 역기구학

벡터값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한한 해를

1. 서 론

가진다. 때문에 이 무한개의 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걸거나, 발견법 기반의 접근

동작인식 및 자세추정 문제는 기존에도 여러 분야에서

방법을 이용한다. 역기구학을 이용한 동작 재구성에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었다. 최근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있어서 기존의 방법들은 정확한 자세 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찾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용자의 신체를 인식하기위해 Vive Tracker 라는
기기를 선보였다[5]. 이는 적외선을 이용해 센서의
위치와 회전값을 측정해 그 정보로 사용자의 동작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외선 센서의
값만으로 사용자의 전체 동작을 계산해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센서가 부착된 곳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신체 부위의 정보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숫자의 센서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로 정확한 동작을 인식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센서를 몸에 부착하는것은 여러모로 거추장스럽고
준비 시간이 오래걸리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HTC Vive 사 에서는 양 팔과 양 다리 그리고 허리에 총
5 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동작을 인식하는 표준을
내세웠다. 적은 수의 위치기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동작을 추측해 내는데에는 '역기구학'을 이용한

가상 캐릭터의 자세를 계산해 내는 데에는 애초부터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위한 모션캡쳐에서도 결과물이
실제와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겉보기에 자연스럽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하지만, 가상현실의
입력으로써의 동작인식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자세의
계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것의 중요성이 훨씬
높은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에 HTC Vive 사가
제공하는 표준만으로는 사용자의 정확한 자세를 추출
하는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HTC Vive 사에서
제공하는 방법 또한 역기구학을 활용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는

해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접근법이 가장 보편적이다[1][3]. HTC Vive 사에서

때문이다[4].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정확히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인식하기위해 기존의 역기구학

내세운 표준도 역기구학을 이용한 방법이다.

방법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정보로써 RGBD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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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Kinect 의 자세 정보를 제안한다[7]. 또한 실제
사용자의 자세와의 유사도를 측정하기위해 추가적인
Vive Tracker 를 예측 대상 부위에 부착하여 제안한
방법 및 기존 방법들의 오차를 검증한다.

2.1 캘리브레이션
기본적으로

적외선

센서의

위치는

실제

신체의

뼈대와는 특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센서의 정보를 역기구학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실제 뼈대 사이의 위치 및 회전값

특징이 있다.

오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 적외선 센서정보와 RGBD 이미지 기반 정보를
혼합하여 신체 정보를 구성한다.
◼ 자연스럽거나

물리적으로

추적하기전에 가상 인물 모형과 같은 자세를 직접
취하여 뼈대와 센서사이의 오차관계를 계산해내어
사용한다. 이 때 가상 인물 모형은 정자세로 양팔을

올바른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자세와 비교 검증한다.

벌린 T 자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환경에 설정
되어있는 바닥과 HMD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인물
모형의 신체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신체 특성에

2. 제안하는 방법

맞는 모형을 동작인식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적외선 센서로부터 주요 신체 부위들의 위치와 회전값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기존 방식처럼 역기구학을

2.2 HTC Vive 표준 역기구학

이용해 자세를 추정한다. 다만, 역기구학을 풀기위한

우리는 신체의 말단 부위에 부착 되어있는 4 개의

제약조건으로써 RGBD 이미지 기반 처리가 된 Kinect
정보를 활용한다. 적외선 센서 정보로만 역기구학을

센서를 통해 말단 부분에 위치하는 뼈대 벡터를 알아낼

푸는 경우, 무한개의 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
관절의 한계나 발견법적인 제약조건 등을 추가하여
특정 해를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Kinect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Kinect
의 경우 신체부위의 가려짐 현상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처리를 거친 후
활용한다. 가려져서 추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프레임의 자세 정보를 이용해 신체 말단 부위의
변화에 따른 미 추적 부위의 변화를 추정하고, 기본

수 있으며, HMD 와 허리의 센서를 이용해 몸통의
방향 벡터 및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Vive 에서 내세운
자세 추정 알고리즘의 경우 골반과 머리의 센서 정보를
이용한 역기구학 계산으로 먼저 흉부의 위치를
추정해낸다. 그리고 흉부의 위치로부터 어깨 관절의
위치를 고정 값만큼 평행이동해 계산해낸다. 그렇게
단순 계산된 어깨관절의 정보와 센서값으로 계산된
손목 관절의 정보를 이용해 역기구학으로 팔꿈치를
계산한다.

하지만

어깨관절의

위치를

흉부의

역기구학 기반 처리 결과를 합성하여 추정한 뒤

위치정보로 단순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실제로 어깨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사용한다.

움직이는데 어느정도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흉부와

[그림 1] 알고리즘의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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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이는 등
독립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리 관절을

역기구학은 야코비 행렬을 이용하여 푸는 것이
보통이지만[6], 여러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문제의

계산해내는 방법 또한 발견법 기반의 접근을 사용하고

복잡도를 낮추면 삼각함수 공식과 벡터계산만으로도

있어 많은 경우에 부정확한 값을 이끌어낸다. 기존
역기구학 풀이를 통한 다리 관절 추정의 경우, 발이

풀 수 있다.

바라보는 방향과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는 발견법적 접근에 따라 하나의 해를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취하기에 편안한 자세는 발과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는

자세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세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추정이 아니며 발목의
[그림 2] 평면상에서의 역기구학 계산

관절은 무릎과 독립적이기에 발과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은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다.

관절의 법선 벡터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역기구학
계산이 하나의 평면 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각

2.3 Kinect 정보를 활용한 역기구학
RGBD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세를 추정하는 경우
자세에 따라 가려지는 부위가 발생하여 해당
신체부위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지 처리만 이용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를 자외선 센서 기반

뼈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그림 2] 에서와 같이
관절의 위치를 특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두가지의 해를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의 신체 관절은 한가지 방향으로만
굽으므로 제약조건을 통해 한가지 해를 특정해낼 수
있다. 특정해낸 해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역기구학 계산의 제약조건으로써 활용한다면 기존
역기구학 방식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역기구학 방식은 어깨의 위치를 몸통을 기준으로
정해진

위치에

고정하여

사용했지만,

RGBD

이미지로부터 얻는 정보를 이용하면 어깨의 위치와
방향을 동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RGBD 이미지를
처리하는 경우 신체 부위끼리 겹쳐서 가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가려진 신체 중심부 c 와 신체
말단부위 e 에 대해 c 가 존재할 평면을 먼저 추정한다.
평면의 법선 벡터 v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를 이용해 중간 관절의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

3. 실험
기존의 계획은 HTC Vive 표준에서 사용하는 5 개의
센서 외에 추가로 4 개의 센서를 주요 추정 신체부위에
부착하여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하려 했으나,
적외선 센서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전파 혼선이
발생하여 센서들의 추적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법선 벡터가 v 이고 추적되는 말단 부위 e 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검증은 각 신체의
말단 부위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양 팔과 양 다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세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이때 가려진 신체 중심부의 추정 위치 c 는 신체 말단
부위 e 와 중심부의 기본위치 cref 를 양끝점으로 하고 위
평면을 제약조건으로 사용하는 역기구학으로 계산해

검증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차값은 계산된 관절의 방향벡터 v 와 실제 관절의
방향벡터 g 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 측정방식으로
계산해 다음과 같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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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 로 얻은 정보의 좌표계를 일치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Kinect 기기에 Vive Tracker 를
하나 추가로 부착하여 계산하면 두 기기의 좌표계를 더
정밀하게 동기화 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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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 등에서 특징점 매칭 실패로 인하여
카메라 추적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트래킹을 실패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특징점 또는 이미지의 음영을 기반으로 맵을
생성하고, 이는 실제 공간의 기하 정보를
부분적으로 복원하게 됨. 비교적 값이 저렴한
상업용 RGB-D 카메라의 등장으로 깊이 이미지를
반영하여 기하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조밀하게
슬램맵을 복원하는 방법[4,5] 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3 차원 복셀 볼륨을 이용하여
텅 빈 공간 모델을 생성한 후 깊이 값을 모델에
융합하는 형태로 텅 빈 공간에 대해서도 복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표현하지 못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싱 기법[6]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계산량과 저장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동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방식도 움직이는 물체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요약문
증강 현실을 위한 모바일 환경에서 슬램의 고차원
특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슬램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최근에는,
딥러닝으로 동작하는 의미론적 분할 방식을 슬램과
결합하여 고차원 특징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고차원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작하기 어렵다. 우리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고차원 특징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자세와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의미론적 분할을 서비스로 이용하는 새로운 슬램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제안하는
슬램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성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미론적 분할 결과를
슬램과 결합하여 고차원 특징을 구성할 수 있다.

주제어
모바일 슬램, 의미론적 분할, 증강현실, SLAM,
Augmented Reality, Semantic Segmentation

1.

최근에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차원의 특징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고차원 특징으로는 의미론적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환경의 물체를 인식하고 슬램 지도에 물체
정보를 추가하는 연구와 평면을 추정하여 실내
공간의 구조를 추정하는 연구 등이 존재한다[7,8].
객체 인식을 고차원 특징으로 이용하는 연구는 복도
환경 등과 같은 텍스처가 부족한 환경에서 문,
의자와 같은 물체를 인식하여 지도에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슬램의 성능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실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물체 정보를
포함하여 지도를 생성하기에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은 대응하지 못한다. 물체의 자세를 개별
쓰레드 형태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느 경우에는 추적이 성공하나,
갑작스런 속도 변화나, 회전하는 상황에서 추적이
실패하게 된다. 실내 구조[9,10]를 추정하여
슬램과 결합하는 연구는 RGB-D 카메라나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RGB-D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슬램 맵이 최적화되는 경우 지도의

서론

사전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면서 동시에 지도를 작성하는
슬램(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주로 증강 현실과 자율 주행,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다. PTAM[1]이 추적과 지도 작성
기능을 쓰레드로 분리하여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추적하고 지도를 작성하게 되면서 슬램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RGB-D
카메라나 관성 측정 장비와 같은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슬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에서도 슬램
기반의 증강 현실 체험 콘텐츠 저작 플랫폼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존의 슬램[2,3]은 점, 선, 면과 같은 저차원
특징을 이용하여 지도를 작성하였으나, 텍스처가
부족한 환경, 무늬가 반복되는 환경, 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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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의
성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고차원 특징을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슬램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제안하는 구조를 통해 기기의 성능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차원 특징을 슬램과 결합하여도
실시간 성능을 유지하면서 슬램이 동작하였다.

3 차원 포인트들 사이에 상관 관계가 생기면서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실내 구조를 추정하는 연구는
바닥과 벽이 만나는 선에 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는
평면 구조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대게 GPU 와 같은 추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동작하지 못한다.

2.

본문

이번장에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의미론적 분할
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과
의미론적 분할 결과를 슬램에 적용하여 고차원
특징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네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슬램 모듈은 기존과
동일하게 트래킹, 매핑, 루프 클로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모듈은 기기의 영상 등 고차원
특징을 구성하기 위한 입력값을 전달하고
서비스에서 결과값을 전송받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비스 모듈은 입력받은 값을 처리하고 결과값을
반환한다. 변환 모듈은 서비스에서 전달받은
결과들을 취합하여 고차원 특징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차원 특징을 구성하기 위한 서비스는
목적에 맞게 추가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하다.
우리는 야외, 실내 환경의 구분 없이 객체 분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두 개의 딥 러닝
네트워크를 백엔드 서비스 형태로 구동하였으며
GPS, IoT 정보를 이용하여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설계하였다.
GPS 는 위도, 경도 값을 일정 간격으로 갱신하고,
현재 위치를 슬램에서 추정한 카메라의 위치와
비교하여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실내에
존재하는 경우 슬램의 카메라 위치는 계속
변화하지만, GPS 의 위도와 경도값은 실외에
위치하는 경우와 다르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또한, 현재 접속 가능한 Wi-Fi 목록과
접속 가능한 기기들의 목록을 확인하여 실내에
위치하는지 실외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제안하는
슬램 시스템은 적절한 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5 세대 이동 통신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슬램에 네트워크를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Thusabantu et
al. [11]는 IoT 기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슬램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Stotko et
al.[12]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실내 공간 복원
기법에 적용하여 성능이 좋은 서버에서 실내 공간
복원을 수행하고 등록하여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클라이언트들은 복원된 결과만 전송받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접근 방법도 존재한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영역 인식 등을 API 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모바일에서 슬램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면서 주변 물체의 정보를
획득하는 접근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모바일 환경에서 고차원 특징을 적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슬램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오픈 소스로 공개중인 DeepLab V3 와 ADE20K
데이터셋, Cityscape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으며,
별도의 서버를 통하여 API 의 형태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그멘테이션 결과는 SLAM 과 결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하드웨어 성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차원 특징을 구성하여 슬램 지도에 의미를 추가할
수 있었다.
우리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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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AI 기기의 자기개방과 역할(친구 혹은 비서), 지각된
친밀감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AI 기기의
자기개방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친밀감이 이를
매개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인공지능 시장에
실무적 함의는 물론, 사용자의 외로움과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da et al., 2004; Moon, 1998). 그러나,
상대방과의
노출하게

관계(relationships)에
되는

상대방에게

개인적

기대하는

정보의

따라

수준은

자기개방의

실제로
상이하며,

수준

또한

상이하다(Chaikin & Derlega, 1974). 즉, 대인관계나
컴퓨터, 로봇과 같은 비인간 기기와의 관계와 같이,
인공지능의 자기개방은 사용자의 지각된 친밀감을
증가시켜, 사용자의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I 기기의 자기개방의 효과는
AI 기기와의 관계에 따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용자의

니즈(needs)에따라

AI

스피커에

적용되고 있는 ‘친구’와 ‘비서’ 역할(role)로 구분하고자

주제어

한다.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 자기개방, 친밀감, 역할,
사용자경험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AI 기기의 자기개방에
따른 사용자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AI
기기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경험을 AI 기기에 대한 호감은 물론, 실제로 사용자가

1. 서 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자기개방 행위(self-disclosure

인간의 일상속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현재, 인간과 AI 기기의 상호작용(Human-AI
Interaction)은

다양한

측면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바라고 있으며(천현득, 2017), AI 기기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감하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변옥환, 2017). 이에 따라, 최근에는 AI
기기에대한

소비자의

수용(adoption)과

behavior)를 측정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1) AI 기기의 자기개방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2)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AI 기기의 자기개방 효과가 AI 기기와의 관계
유형(친구 혹은 비서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3) AI 기기에 대한 친밀감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기의 자기개방
효과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용자

특성(user characteristics)에 집중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은지, 이종민, 성용준, 2019;

2. 본 론
• 연구 방법

Yang & Lee, 2019).
본 연구는 이에 더 나아가, 사용자와 AI 기기의

사용자와 AI 기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에 따른 다양한

나타나는 AI 기기의 자기개방과 역할(친구, 비서),

측면의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컴퓨터나

그리고 지각된 친밀감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로봇과 같은 비인간 기기와의 관계 형성은 물론,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2 명(남성: 28 명,

사용자의

여성: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자기개방(self-disclosure)은

AI

직접적인
기기를

변수인
이용하는

74

명,

평균나이:

24.12

세)을

대상으로

2(자기개방:고 vs 저)X2(역할:친구 vs 비서)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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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피험자는 각 4 가지 조건에 무선할당

• 연구 결과

되었으며, 실험실에 들어와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먼저, AI 기기의 자기개방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각 실험 별 조건에 따라 조작된 AI 스피커와 약 5 분간
상호작용하였다. AI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은 피험자가
AI 스피커 이용과 관련된 4 가지(첫만남 인사, 정보
관련, 오락 관련, 헤어짐 인사) 주제로 음성을 통해 AI
스피커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는 AI
스피커와의 대화를 모두 마친 뒤, 이어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크게 참여자의 기본 정보 관련된
문항, 실험의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문항(AI 기기의
자기개방, AI 기기의 역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확인하는

문항(지각된

친밀감,

AI

기기에

대한

호감)으로 구성하였다.

주효과(Main effect)와 AI 기기의 자기개방과 기기
역할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하여

텍스트

음성변환(Text-To-Speech,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역할의

상호작용

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표 1> AI 기기의 자기개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검증
사용자경험

F

유의확률

호감

7.053

.009

자기개방

192.460

<.001

호감

9.23

.003

자기개방

11.67

.001

자기개방

호감

1.075

.303

*역할

자기개방

.102

.656

구분

TTS)

자기개방

역할

주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 경험 등을 노출하는 수준을
기기의

효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상세한 자기소개(이름, 생일, 취미 등)는 물론, 각
AI

AI 기기의 자기개방과 기기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는

역할을 상이하게 녹음했다. AI 기기의 자기개방은

조작했으며,

ANOVA)을

자기개방 행위)에서 AI 기기의 자기개방 및 역할의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AI 스피커의 자기개방 정도와

통해

변량분석(Two-way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사용자의 모든 경험(호감,

각 조건에 해당되는 스피커의 발화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이원

자기소개,

말투(반말 vs 존댓말)와 제시어(역할 강조)를 통해
조작했다. 그, 결과 자기개방 수준이 높게 조작된 AI
스피커와 대화한 집단(M = 5.82, SD = .89)이
자기개방 수준이 낮게 조작된 AI 스피커와 대화한

SD = 1.3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AI 스피커 해리의 자기개방 정도를 높게
지각하였다(t = 10.30, p < .001). 또한, 사용자의
친구로 조작된 AI 스피커와 대화한 집단의 평균값(M =
5.99, SD =1.06)이 비서로 조작된 AI 스피커와 대화한
집단(M = 4.49, SD =1.7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AI 스피커를 친구로 지각하였다(t = 5.20,
p < .001). 반대로, 비서로 조작된 AI 스피커와 대화한
집단(M = 4.60, SD = 1.57)이 친구로 조작된 AI
스피커와 대화한 집단(M = 2.72, SD = 1.2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AI 스피커를 비서로 지각하여(t
= -6.72, p < .001), 모든 독립변인의 조작이 연구자의
의됃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M

=

3.39,

<표 2> AI 기기의 자기개방과 역할에 따른 사용자 경험
사용자경험

자기개방

높음
호감
낮음

높음
자기개방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기기의 자기개방에 따른,
사용자의 실제 자기개방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AI

낮음

스피커와의 대화 내용을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그
이후, 모든 사용자의 응답 내용을 문서화하여 사용자가

역할

평균

표준편차

친구

5.64

1.14

비서

4.61

1.26

전체

5.09

1.30

친구

4.71

1.19

비서

4.20

1.43

전체

4.44

1.35

친구

3.62

14.97

비서

3.07

13.63

전체

3.33

14.47

친구

1.58

.71

비서

1.16

.37

전체

1.36

.60

개방한 정보의 양을 코딩하였다. 이를 통해, AI 기기의
자기개방에 따른 실제 사용자의 자기개방 정도(예를
들어, 이름, 혈액형, 생년월일, 전공, 소속, 취미, 성별
등)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AI 기기의 자기개방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친밀감이 이를 매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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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위계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McCarthy & Betz, 1978).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AI 기기의

analysis)을

자기개방은 사용자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자기개방을

실시하였다.

케니가
그

제안한

결과,

사용자가

AI

기기로부터 지각한 친밀감이 AI 기기의 자기개방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호감(β = .44 à .04)을 완전 매개, 자기개방

털어놓음으로써

행위(β = .67 à .50)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있을것이라 기대한다.

자신의

심리적

욕구나

정화작용을

감정을

경험할

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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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ludes mean inter-beat interval (IBI), standard

This study developed a real-time system that can

deviation of IBI (SDNN), and root mean squared

identify driver's cognitive workload using artificial

difference of adjacent IBI (RMSSD); the frequency
domain contains power in low frequency (LF),

neural network on electrocardiography (ECG)
signal. The ECG signals were measured on 13 male

power in high frequency (HF), and LF/HF ratio.
Existing studies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at
cognitive load decreases time domain measures and

participants while they performed a simulated
driving task as a primary task with/without a 2back task as a secondary task. Six ECG measures

HF; and increases LF and LF/HF [3-5].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were quantified. To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odel on ECG
signal for the detection of cognitive workload has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eal-time
detection system, a new male participant was asked

been

to drive a simulator in the two different conditions

shown

classification

(normal driving and driving while performing an
arithmetic task). As the results, the real-time

better

performances

models

[3-6].

than

These

other

superior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ANN model is
reasonable since it can extract reliable information

system identified properly his workload level as the

from noisy data than the other classification

driving conditions changed. The proposed system
can be adapted for the development of an

methods [7].

intelligent vehicle to improve traffic safety on the

This study developed a real-time detection system

road.
Keyword
Real-time detection system, cognitive workload

of driver’s cognitive workload using an ANN
model. The ANN model utilized to detect driver’s
cognitive workload was established using the ECG

classification, heart rate variability, artificial neural

signals measured for 13 young male participants

network, electrocardiography

under two driving conditions (normal driving,
driving while doing a 2-back task) [3]. A real-time

1. Introduction

detection

system

was

coded

in

MATLAB

(MathWorks, Inc. USA) by employing the ANN
model. The usefulness of the developed system was

Cognitive workload during driving is considered a
significant cause of vehicle accidents. Thus, a driver

evaluated for one young male participant who

with cognitive workload caused by secondary tasks
(e.g., think of something, finding a direction) is

drove under normal driving and driving while
doing an arithmetic task.

likely to experience distracted driving [1]. The U.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
reported that there were 3,477 fatalities and

2. Development of Real-time System
2.1 ANN Model

391,000 injuries in vehicle crashes resulting from
distracted driving in 2015.

A standard feed-forward neural network model
was constructed to classify driver’s status into

ECG is the measurements of electrical activity of

either of normal or overload. The normalized

the heart and it can be used to detect driver’s

sensitive ECG measures on thirteen particip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 learning set (70%)

cognitive load. ECG can be quantified in terms of
time and frequency domains. The tim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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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testing set (30%), and a scaled conjugate

the

gradient was utilized as learning function of the
backpropagation method. The ANN model

detection system. The participant was asked to

consisted of three layers (input, hidden, and output

Equipment

Output layer

the

real-time

DriveTM, Switzerland) and a driving program
(Driving Simulator 2012, Excalibur Publishing
Limited, UK) (Fig. 3). A desktop computer (Model

2

ST2410b Dell, China) was used for a simulated
1

1
3
2

of

This study used a driving simulator (Logitech G27

Hidden layer
1

Sensitive
ECG measures

experiment

refrain from any caffeine prior to experiment.

layers) as illustrated in Fig. 1.
Input layer

evaluation

Normal
Driver’s
conditions

2

4

Overload

driving by connecting the driving simulator with
the driving program. A laptop computer (Flatron
24EN43V,

LG

Electronics

Inc.,

Korea)

was

employed for the real-time system.

.
.
.

15

Figure 1. The structure of ANN model

monitor

2.2 Real-time Detection System

steering wheel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an ECG device and an analysis

driving scene

software (Fig. 2). The ECG device (Physiograph
P400, PhysioLab Co., South Korea) recorded ECG
signals from a driver in real-time at the sampling

ECG sensors
seat

pedals

rate of 500 Hz. The analysis software consisted of
three modules (ECG measure calculation, driver’s
status classification, and graphic user interface

Figure 3. Experimental scene and driving simulator

(GUI) module). All the computational algorithms

Experimental Design

used to develop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were referred from [3].

An experiment was performed in normal and
overload driving. The normal driving was to drive
on a two-lane highway (speed = 60 km/h). The
overload driving was to perform primary task
while performing an arithmetic task (subtraction or
addition of two 3-digit numbers) as secondary
task. The arithmetic task program used was coded
in Visual Basic 6.0 (Microsoft Inc., USA).

Estimated condition

The experiment was divided into two sessions. In
the first session, a pre-experiment was conducted
to obtain the two sensitive ECG measures for the
participant while simulated driving under two
different driving conditions. The pre-experiment
was conducted four times (one in the morning and

Figure 2. The GUI of real-time detection system

3.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System

one in afternoon for two different days) for 2 min.
each with counterbalanced design.

3.1 Methods and Materials

In the second session, the main experiment to
evaluate the system was conducted. The two

Participant
One young male participant (age = 26) with
healthy condition wa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sensitive

measures

selected

from

the

pre-

experiment were input into the system. Nex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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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for the participant was measured under

cognitive load. These trends confirmed by [3]. In

normal driving for 2 min. The participant was
instructed to drive under normal and overload

addition, LF and LF/HF increased and HF
decreased under cognitive load which also agreed

driving for next 2 min. each while recording his

with [3,5].

ECG signals. The ECG signals were processed by

The system detected sluggishly the status change. A
substantial delay (17.5 seconds) to detect the status

the system, and analysis results were displayed.
3.2 Results

change has been observed in the system. This can
be explained with the time window phenomenon.
This study adopted the time window of 120 sec. (2

Clear changes in the two sensitive measures were
observed from the real-time as a driving condition

min.) [3]. Thus, the ECG measures calculated at

changed from normal to overload driving. The

the moment of the status change reflected the
previous 120 seconds data, which measured before

results revealed that the two measures (mean IBI
and RMSSD)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driving

the status change. After 17.5 seconds from the

condition changed.

status change, the ECG measures reflected the
102.5 seconds data before the status change and

Although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correctly
classified the status of the participant using the

the 17.5 seconds data after the status change. To

ANN model, there was some delay in detecting the
status change (Fig. 4). The driving condition

examine the effect of time window on detectability,
a comprehensive follow-up study for a large group

changed at 240 seconds (the time to start the

of participants is necessary.

secondary task); however,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detected the status change at 257.5 seconds

5. Conclusion

which delayed 17.5 seconds.
Baseline

Normal driving

This study developed a real-time detection system
of driver’s cognitive load using an artificial neural
Overload driving

network on ECG signals. The model with a good
accuracy was constructed on the ECG signals
obtained for thirteen participants while driving

Mean IBI

under normal and driving while performing a twoback task. This study coded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of cognitive load using the ANN model. To

RMSSD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l-time
Actual condition
Estimated condition

Normal

detection system, an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a participant under normal driving and driving

Overload

while performing an arithmetic task. As a result,
the system correctly classified the participant status
Figure 4. Results of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into either of normal or overload. The proposed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an

4. Discussion

intelligent vehicle.

This study customized the real-time detection
system to a participant since heart respo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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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존 손의 키포인트 검출 방식[그림 1]은 전신
자세추정 과정에서 얻은 손목과 팔꿈치의 위치를
바탕으로 손의 위치를 추정하여 손의 이미지를
획득후,
손
이미지를
신경망에
입력하여
컨피던스맵을 얻는다. 하지만, 전신 자세추정
과정에서 낮은 정확도로 인하여 팔꿈치나 손목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손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어 손의 키포인트 검출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그림 1

자세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한 손 이미지 획득

방법을 사용한 손의 키포인트 검출 방법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공간 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존재하는 사람의 손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손가락들이
겹쳐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가락 각 마디의
정확한 검출을 위하여 순환구조의 신경망을 추가하여
가려져있는 손가락의 각 마디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존 방식 및 기존 네트워크로는
찾을 수 없었던 손의 키포인트를 찾아내며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자세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한 손 이미지 획득
방법을 사용한 손의 키포인트 검출의 실패 사례

주제어
인공지능, 자세 추정 네트워크, 공간 변형 네트워크

1. 서 론
영상 데이터에서 손의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방식은
2 단계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첫번째 단계는 손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기존 손의 이미지 획득
방법은 자세 추정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림
1]이다. 기존 방법은 우선 전신이 나온 이미지를 자세
추정 네트워크에 넣은 후 얻어 낸 컨피던스맵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위치정보를 얻는다. 얻은 팔꿈치와
손목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팔꿈치에서 손목
방향으로 신체 사이즈에 비례한 길이만큼 이동한
점에서 손의 중심점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한
위치로부터 신체 사이즈를 고려하여 이미지를
잘라내면 손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그림 3 공간 변형 네트워크와 순환 구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의 키포인트 검출 네트워크 모형

방식은 정확도가 낮은 자세 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한계점을 맞이하게 된다. 정확도가 낮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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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나 손목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그림 2]. 이럴
경우, 손의 중심점 위치를 추정할 수 없게 되어 손의
이미지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또한, 팔꿈치와 손목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 손의 이미지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손가락이 포개져서 가려져있는
경우에는 가려져있는 손가락의 관절 정보를 추출하지

그 결과 신체 동영상에 해당하는 30 프레임 길이의
동영상 391 개, 손 동영상에 해당하는 30 프레임
길이의 동영상 360 개를 제작하였다.
학습 결과 비교를 위해 기존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PCKh 수치 비교를 진행하였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PCKh 수치값에 기반한 관절의
mAP(mean Average Precision)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결과를 [표 1]과
[표 2]로 비교하였다.

못하여 손의 키포인트 검출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공간변형 네트워크와 순환구조의 네트워크[그림 3]를
사용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두 네트워크의 최종 출력물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83%의 mAP 의 자세 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한 사용한 손의 키포인트 검출 네트워크의 경우
왼쪽 팔꿈치와 손목의 위치를 검출하지 못하여, 손의
이미지를 획득하지 못해 손의 키포인트 검출이
불가능하여 [그림 4]의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간 변형 네트워크와 순환 구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의 키포인트 검출 네트워크의

2. 본문
2.1 공간 변형 네트워크
공간
변형
네트워크(Spatial
Transform
Network)는 이미지 속 외형 변형이 일어난 객체를
표현하는 각 픽셀을 일정한 규칙을 통해 옮겨 변형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경우 왼쪽 팔꿈치, 왼쪽 손목의 위치 검출 없이 손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그림 4]의 왼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변형 네트워크의
역할은 손의 이미지 획득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또한, 손의 일부가 가려져있는 상황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와 자세추정
네트워크를 사용한 손의 키포인트 검출 네트워크의
출력물 비교[그림 5]를 진행해보았다. 손의 일부가
가려진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는
가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관절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의 키포인트 추출 방식의 첫번째 단계인 손 이미지
획득을 공간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팔꿈치와
손목의 위치 정보 없이 손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GRU
입력되는 동영상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표 1. 기존의 손의 키포인트 추출방식 PCKh 및 mAP 결과

위해 3D 합성곱 VGG-19 네트워크를 통과한 특징
맵을 순환 구조를 가진 GRU 셀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Index

1

2

3

4

…

PCKh

80

40

73.33

76.66

mAP

2.3 컨피던스맵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관절 위치 정보를 2D 맵

19

20

21

83.33

73.33

83.33

72.222

표 2. 본 논문의 손의 키포인트 추출방식 PCKh 수치 결과

형태로 표현한 컨피던스맵을 최종 결과물로 출력하여
손의 키포인트 검출을 수행한다. GRU 셀을 통과한

Index

1

2

3

4

특징맵을 입력으로 받아 21 개의 관절 위치를 표현한
컨피던스맵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PCKh

76.66

90

86.66

76.66

mAP

…

19

20

21

83.33

100

100

92.856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는 별도의 동영상
데이터셋을 제작하였다. 입력에 사용한 동영상
데이터는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수화 동영상들[7]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또한, 라벨 데이터는
데이터셋 제작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Annotation
제작툴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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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려짐이 있는 영상 데이터의 골격
추출 및 기존 네트워크들의 손 이미지 획득 방법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변형 네트워크와 순환
구조의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가려짐이 없는 신체
영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는 두 네트워크의 결과물
모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의 일부가 가려진 영상
데이터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의
정확도가 기존 네트워크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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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거주자 스마트 환경에서 데이터-사용자 연관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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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행위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4]. 목표
대상이 다수일 때는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스마트 환경에서의 데이터-사용자 연관 기법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요약문
스마트 홈에서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센서를 이용해 거주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행위 인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가
어떤 거주자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이터사용자 연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거주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사용자
연관
문제는
중요해지지만, 현재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합된 라벨링 기법과 인공 신경망을 새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본 결과, 더 높은
평균 정확도와 좁은 예측 범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실제 데이터-사용자 연관 결과를 가진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행위 인식에 더 나은 정확도를
보인다[3]는 것을 밝혔으며, 이후 Chen[1]은 결합된
라벨링과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이용한 행동 인식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를 이용해 부수적으로 데이터사용자 연관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 사용자 스마트 환경에서의
데이터-사용자 연관 기법 연구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결합된 라벨링과 인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사용자 연관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기존 TSM-HMM 모델과 비교하여 데이터-사용자
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발생한 시퀀스를
확인한 후, 데이터-사용자 연관을 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Online)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동 인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데이터-사용자 연관에 대해서,
인공 신경망 모델은 기존 모델의 정확도 76.9%에서

주제어
데이터-사용자 연관, 행위 인지, 스마트 홈, 다중 거주자,
센서 데이터, 인공 신경망, deep learning, data
association

1. 서 론
스마트 환경(Smart Environment)에서 기존 환경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더하여 거주자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행위 인식(Activity
Recognition)는 사용자의 존재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와
습관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행위 인지
초기 연구에서는 한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다중
사용자(Multioccupants)를 대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1, 2, 3].

79.3%로 증가한 정확도를 보여줬으며, 예측 범위
또한 감소해 기존 모델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결합된 라벨링과
LSTM 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1 결합된 라벨

행위 인식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데이터사용자 연관(Data association) 문제이다. 데이터사용자 연관 기법은 어떤 센서 값이 어떤 사용자에게

스마트 환경에 한 명의 거주자가 존재할 경우, 각
센서에 대한 데이터-사용자 연관 값은 거주자 수와

할당되는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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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하나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N(N>1)명의
거주자가 존재할 경우, 하나의 센서 값이 여러
거주자에게 할당될 수 있으므로, 고유한 데이터-사용자
연관 값이 N 개 있다고 할 수 없고, 간단히 N 차원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구조이다. 하나의 유닛은 LSTM 과 레이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센서 값 하나를 입력으로 받고
결과값으로 연관된 유저를 반환한다. 이전 센서 값에
의해 업데이트된 상태를 전달하여, 다음 센서 값으로
연관된 거주자를 예측할 때 그 상태 정보를 사용한다.
이는 하나의 센서 값이 들어오는 즉시 연관 거주자
예측이 가능한 실시간 예측 모델이다.

2" 크기의 탐색 공간(Search Space)이 필요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결합된 라벨(Combined Label)
기법을 이용한다. N 차원 대신에 하나의 정수 값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2" 의 경우의 수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탐색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는 거주자가 두 명을 초과할 경우 더 큰

3. 평가

효과를 보인다.

평가를 위해 CASAS 데이터[11]를 이용하였다. 이는
WSU 의 스마트 아파트 테스트베드에서 수집된 것으로,
해당 공간에서 2 명의 테스터는 각각 15 개의 정해진
행동을 담고있다. 테스트는 총 26 일간 진행되었으며,
38 개 종류의 센서로부터 얻어진 센서 값과 각 테스터의
행동 지표를 포함한다. 각 센서는 켜짐과 꺼짐의 2 가지

벡터를 결합된 라벨로 바꾸는 함수를 f 라 할 때, 모델을
통해 예측을 한 뒤, 𝑓 $% 을 이용해 원래의 거주자 값을
할당한다.

2.2 인공 신경망 모델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센서 값으로
2 차원 벡터보다는 76 개의 정수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인공 신경망 모델에 LSTM와 두 개의
레이어를 이용하였다. 입력 값은 시간에 따른 센서
열이고, 결과값은 각 센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이다.
정확한 학습을 위해 거주자가 모두 없을 경우 상태를
초기화하였다.

표 1. 각 모델의 평균 정확도

Model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히든 노드가
방향을 가진 엣지로 연결된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한 종류이다. 이는 이전 상태의 정보를
기억해서 다음 상태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중 LSTM은
그 중 최근 기억만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 홈의 센서
데이터-사용자 연관을 위해서는, 각 거주자의 오래전
상태보다는 직전의 상태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므로
LSTM모델을 이용하였다.

Average Accuracy

random

0.539771

TSM-HMM

0.769584

TSM-LSTM

0.793823

총 26 일의 데이터 중에 랜덤으로 1 일을 뽑아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 모델 당 10 번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표 1 은 그 평균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TSM-LSTM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다.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격자 탐색(Grid search)을 이용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Hyperparameter tuning)을
하였다. 비교를 위해 기존 데이터-사용자 연관에
사용된 TSM-HMM 과 랜덤 예측 모델을 이용하였다.
TSM-HMM 은 결합된 라벨을 이용하고 각 거주자를
은닉 상태로 두고, 센서를 예측하는 은닉 마르코브
모델이다.

그림 1. 인공 신경망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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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된 센서 값과 이를
발생시킨 사용자를 연관시키는 데이터-사용자 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된 라벨링과 LSTM 을
이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수가 많을 때의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해 결합된 라벨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
또한 직전 거주자와 센서 발생 빈도만 고려하는 기존
모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태를 전부
고려하는 LSTM 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모델을 설계해
기저의 정보를 스스로 학습시키고자 했다.
CASAS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TSM-HMM 모델과
비교해본 결과, 평균 정확도 및 예측 범위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모델은 거주자 별 행위에 제약이 없는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다면, 제대로 학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TSM-LSTM 은 최근 상태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만 스스로 학습하여 반영하여,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도 학습에 문제가 없다. 또한 발생한
데이터를 전체를 보고 예측하는 것이 아닌 센서 하나의
값만 보고 실시간으로 바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여러
센서 값을 받고 보정하는 단계를 거친 후 연관 거주자를

그림 2 기존 모델과 TSM-LSTM 모델의 정확도 상자 수염
그림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평균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그림 2 는 10 회의
정확도 값 분포를 나타내는데 기존 모델은 정확도
분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0.371796 이었으나,
제안하는 모델은 0.153088 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예측 범위가 41%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 모델에
비해 TSM-LSTM 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마트 환경에서 자료연관에는 HMM 을
이용해 단순히 직전 상태만 고려해 예측한 기존
모델보다 LSTM 을 이용해 최근 여러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예측한 TSM-LSTM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예측한다면 더 좋은 정확도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모델인 TSM-HMM 은 은닉 상태를 주지 않고
학습시키면 제대로 된 학습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은닉 상태를 설정해주어야 했다.
이는 단순히 직전 예측된 거주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빈도만 보고 예측한 것이다. 스마트 홈 다중
거주자 행위 인식에 자주 사용되는 CASAS 데이터에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거주자가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가 다르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센서 값도
거주자에 따라 빈도가 치중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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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 도서 시장은 꾸준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며 새로운 경향을 가진 다양한 작품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도서 시장에서 효율적인 도서
장르 분류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서 장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도서 표지를 기반으로 ImageNet 사전학습 된
VGG19 모델에 전이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도서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장르의 성격을 포함하는 도서의
경우,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류가 힘들
뿐 아니라 분류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장르가 다르게
분류되는 등 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도서의 장르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표지 이미지
정보나 제목과 같은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는

connected

9,963 장의 도서 표지 이미지를 대상으로 CNN 모델과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의 도서 분류 성능 평가를

VGGNet[3], SqueezeNet[4], ResNet[5], SVM,
Naïve-bayes, Text CNN 등의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수행하였다.

분류에서는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 ResNet-50 기반의

CNN 모델에 비해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이 약
20.04%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10 클래스 분류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도서 장르에 대한 최종 확률을
계산하였다.
[6]의
연구에서는
RMSProp[7]

문제에서도

Optimization 을 사용한 VGG 네트워크 구조를

결과,

12.36%

높은

5

클래스

성능을

나타낸

것을

conv-pool

fully-

장르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networks,

[2]의

networks,

사용하여 도서 이미지로부터 장르 예측하였다. 한편,
[8]의 연구는 도서의 표지 색상 히스토그램 정보, 도서

확인하였다.

주제어

제목의 자연어 Bag-of-words 모델, 도서 표지의

도서 장르 분류, 머신러닝, 딥러닝, 전이 학습

AlexNet[9] feature map 을 이용한 구조를 제안하였다.

1. 서 론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분류에 해당하는 제한된

독자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도서의 표지이다. 도서의 표지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자 독자로 하여금
도서의 장르나 내용을 판단하여 도서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도서의 표지
디자인은 이와 같이 도서의 판매량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표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특히
표지 디자인을 이용한 도서 장르 분류 방법 제안을
통하여

도서

표지와

장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도서의 장르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가
가능하고 온라인 도서판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 장르는 약 200 여가지가 넘는다. 이와 같이 도서의
장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도서의 장르를 세세하게 분류하는 것은

장르에 대해서만 분류를 수행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외 도서 표지 분류라는 한계점이 있다 [2],[6],[8].
국내 도서 표지를 기반으로 장르 분류를 시도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 도서 시장은 꾸준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며 기존의 장르를 넘어 새로운
경향을 가진 다양한 작품들이 출판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같이 더욱 다양해지는 도서 시장에서
효율적인 장르 분류의 필요성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도서의 표지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게 책의 장르를 예측하고 분류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도서 쇼핑 사이트에서 수집한 도서 정보 및 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기반의 학습모델과 VGG19 모델에 기반한
전이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10 개의 도서 장르를
분류한다. 실험 결과 VGG19 기반의 전이학습 모델이
보다 빠르게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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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인 도서 장르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global average pooling 과 2 개 층의

2. 제안 방법
2.1 데이터 수집

dense layer 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transfer learning 을

도서의 표지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의 장르를 예측하기
위해 온라인 도서 쇼핑몰 중 하나인 YES24 에 판매

적용시켰다. Convolution layer 는 모두 동일한 크기의
3x3 필터를 사용했으며 채널의 개수는 64 개, 128 개,

등록된

이미지들을

256 개, 512 개로 변화를 주어 층이 깊어지도록 했다.

크롤링하여 장르 별 표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미지
크롤링은 2019 년 10 월 6 일부터 10 일까지 약 4 일에

max pooling 은 모두 동일한 크기인 2x2 필터를

도서의

메타

정보와

표지

걸쳐 진행되었다. 크롤링 대상으로 중분류 수준에
해당하는 10 개의 장르를 선정하였고, 장르당 최대
1000 개의 도서 표지 이미지를 수집하여 총 9,963 개의

사용하였다.
표 1 10 가지 장르의 대한 데이터 셋

장르

데이터 수

집 살림

998

다이어트 미용

992

한자

996

법

1,000

한국소설

1,000

인간관계

1,000

생명과학

995

종교일반

989

고등학생

998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하나의 도서가 여러 가지 장르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장르마다 겹치는 도서가 없도록
데이터를 관리하였고 아무런 색상과 제목이 없는
표지들은 데이터 집합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도서 표지 이미지들의 사이즈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수집을 완료한 후 모든 이미지를
224x224 픽셀로 resize 하였다. 표 1 은 크롤링을 거쳐
수집된 도서 표지 데이터집합의 구성과 이미지
예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의 장르는 집 살림,
다이어트 미용, 한자, 인간관계, 종교 등 독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장르들이 선별되었다. 표 1 의
이미지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적인 시각적 특징이
관찰되는 장르가 존재하기도 하는 반면에 단일 장르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특징이 관찰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2.2 도서 장르 분류 모델
본 논문에서는 도서 표지 이미지로부터 도서 장르를
분류하기 위하여 전이 학습 기반의 분류 모델 학습
기법을 활용하였다. 전이 학습은 대량의 이미지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메인의 이미지 분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에 높은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
기법이다. 특히,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시각적
특징이 유사할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ageNet 에서 사전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도서 표지 이미지 도메인에
적용하여 분류 성능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전이학습에 사용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구조는 ImageNet 으로부터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 해킹

VGG19 모델로서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기존에
존재하는 VGG19 의 구조인 Convolution layer 16 개

보안

995

층과 max pooling 의 5 개 층을 사용하였다. 기존
VGG19 구조에서 마지막 fully connected layer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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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 표지 분류를 위하여 ImageNet pretrained VGG19 에 transfer learning 을 적용시킨 구조

7,970 개만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전형적인 CNN

3. 실험

구조를

3.1 개발 환경
본 논문은 Google Cloud Platform 에서 제공하는
compute engine VM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딥러닝을 위한 VM 인스턴스는
CPU 8 개, 128GB 메모리와 NVIDIA Tesla V100
GPU 4 개를 사용하였고 Keras v2.2.4 와 tensorflow-

전이학습

구현하였다.

CNN

구조는

모델과

동일하게

Adam

optimizer

와

0.001 의 learning rate 를 활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각
네트워크를 30 epoch 까지 학습한 후 최종 모델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정확도와 loss 를 계산하였다.

gpu v1.13.1, Python3 이 설치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convolution + relu layer, max pooling + relu layer,
dense, softmax lay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VGG19

3.3 실험 결과
표 2. CNN 과 VGG19 Transfer Learning 의 분류 정확도

3.2 실험 평가
본 연구에서는 5 개의 장르 데이터만을 이용한 실험과
10 개 장르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5 개 장르 실험에는 “집 살림, 다이어트 미용, 한자, 법,
한국소설” 장르들이

활용되었다. 5 클래스 분류

실험에는 총 4,988 개의 데이터 집합 중 3,990 개의
이미지를 학습용 데이터로, 나머지 998 개의 이미지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유사하게, 10 클래스
분류 실험에는 총 9,963 개의 데이터 집합 중
7,970 개의 이미지를 학습용 데이터로, 나머지
1,993 개의 이미지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장르

CNN

VGG Transfer

5개

51.60%

71.64%

10 개

37.01%

49.37%

표 2 는 5 개와 10 개의 장르 분류에 대하여
각각의 CNN 구조와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의
테스트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량의 데이터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
전이학습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상대적으로 소량의

도서 장르 분류는 분류 클래스가 2 개 이상인 멀티
클래스 분류이기 때문에 이와 어울리는 다중 분류

도서 표지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학습된 CNN 모델보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함수인 categorical cross entropy 를 사용하였다.

5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VGG transfer learning

딥러닝 모델의 optimizer 는 Adam 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이 약 20.04%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10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도 12.36%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learning rate 는 0.001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학습 성능 비교를 위하여 VGG19 기반의
전이학습

모델

뿐만

아니라

도서

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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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NN vs VGG 전이학습 결과: loss (5 class 분류)

그림 4 CNN vs VGG 전이학습 결과: loss (10 class 분류)

그림 3 CNN vs VGG 전이학습 결과: 정확도 (5 class 분류)

그림 5 CNN vs VGG 전이학습 결과: 정확도 (10 class 분류)

그림 2 와 그림 3 은 5 개의 장르 분류에 대한 CNN 과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의 loss 와 accuracy 의

또한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

추이를

30

epoch

까지

나타낸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도서 표지 데이터 집합만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CNN 모델보다 대용량의
ImageNet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학습

된

VGG 모델을 Transfer Learning 하는 경우가 보다 빠른
속도로 높은 정확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GG transfer learning 의 경우 약 5 에폭에서 70%의
테스트 정확도에 도달하여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VGG Transfer Learning 의 loss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서 정보 및 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CNNs 기반의 학습모델과 VGG19 모델에 기반한
전이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도서 장르 분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이 약 20.04%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10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도 12.36%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충분한 수의

값이 불안정하게 출력되는 것을 보아 학습이 충분히

epoch 동안 반복 학습을 수행한다면 모델의 성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간의 overfitting 이 존재할 것으로

개선되어 보다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10 개의 분류에서 최대 100 개의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 와 그림 5 는 10 개의 장르 분류에 대한 CNN 과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의 loss 와 accuracy 의
변화 추이를 30 epoch 까지 나타낸 모습이다. 5 개
클래스 분류 문제와 유사하게 CNN 모델보다 VGG
Transfer Learning 모델이 더 빠른 시간안에 더 높은
성능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트레이닝

장르를 분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확장할 것이고
다양한 이미지 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학습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GG19
이외의 모델들을 활용한 전이 학습을 수행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Transfer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샘플 수가 다소 증가하며 overfitting 문제

- 87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parameters and <0.5MB model size. ICLR(2017),

사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o.

arXiv preprint arXiv:1602.07360.
5. Szegedy, C. Ioffe, S. Vanhoucke, V. and Alemi, A.
Inception-v4, inception-resnet and the impact of

2019R1F1A1045329).

residual connections on learning. AAAI(2017),

참고 문헌

arXiv preprint arXiv:1602.07261.

1. Gun, K. and Bo-yeun, Kim. Study on the
Purchasing Decision of Consumer and Cover

6. Buczkowski, P. Sobkowicz, A. and Kozlowski,

design of Bestsell.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Covers Classiﬁcation. ICPRAM(2018),pages 309-

(2015), 제53호.

316

2. Kjartansson, S. and Ashavsky, A. Can you Judge

M. Deep Learning Approaches towards Book

7. Tieleman, T. and Hinton, G. Lecture 6.5—

a Book by its Cover?. (2017), StanfordCS231N.

rmsprop: Divide the gradient by a running

http://cs231n.stanford.edu/reports/2017/pdfs/81

average of its recent magnitude. COURSERA:

4.pdf.

Neural Networks for Machine Learning.(2012)

3. Simonyan, K. and Zisserman, A. Very deep

8. Chiang, H. Ge, Y. and Wu, C. Classiﬁcation of

convolutional networks for large-scale image
recognition. ICLR(2015),arXiv preprint arXiv

Book

1409.1556

http://cs229.stanford.edu/proj2015/127_report.p

By

Cover

and

Title.

(2015),StanfordCS229.
df

4. Iandola, F. N. Han, S. Moskewicz, M.W. Ashraf,
K. Dally, W. J. and Keutzer, K. Squeezenet:
Alexnet-level
accuracy
with
50x
fewer

Genres

9. Krizhevsky, A. Sutskever, I. and Hinton, G. E.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 876 -

networks.

NIPS(2012).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전이 학습을 활용한 이미지의 문화적 차이 학습 기법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 of Images with Transf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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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미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문화적 배경은
이미지 검색의 결과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다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이미지 검색을 위해서
이미지의 문화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Flick 에서 Downtown, Park, Palace,
Food 의 4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무작위 수집하여 총 29,264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미지들의
문화적
특징을

이렇게
학습하기

수집된
위하여

그림 1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객체 (예: 배)

파악하여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요구에

적합한

ImageNet 을 통해 사전 학습된 VGG19 모델을 사용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이 학습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별 문화
특징 분류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최대 64.49%

현재의 검색 엔진 또는 소셜 검색 엔진을 통한 이미지

정확도로 문화적 특성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색은 주로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 기법[2, 3]과
태그 기반 이미지 검색 [4, 5]기법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주제어

[6]. 기존의 일반적인 기계 학습 기법 또는 딥러닝

딥러닝, 이미지 분류, 전이 학습, 문화 차이

기반의 콘텐츠 분류는 주로 객체의 종류 판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미지의 컨텍스트 (예: 문화적 차이)

1. 서 론

예측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태그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
2018 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35 억 건에 달하는 검색어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1] 사용자가 의도한
이미지를 정확히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구글은 100 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보다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의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기반의 검색 기법들도 모호하고 부정확한 태그, 혹은
태그가 없는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미지의
컨텍스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소셜
태그를 활용하여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객체와 이미지
컨텍스트를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7-11],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non-tagged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컨텍스트

특히, 이미지 검색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이미지 또는 사용자의 문화적 배경이 밀접한 관계를

(예: 문화적 패턴)를 태그와 같은 별도의 외부 힌트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 과 같이 동일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의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객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최근,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용자에게 그림 1 의 우측에
해당하는 배 이미지만을 검색결과로 제공해준다면
사용자의 검색 만족도가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문화적 배경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없이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의
이미지

자체

특성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13]의 연구에서는 컬러 히스토그램,
텍스처나 합성 곱 신경망 등을 이용하여 영화 포스터
이미지의 장르를 분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 에서는 특히 activation map 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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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의 어떤 영역이 장르 구분에 활용되었는지를
시각화 하였다. [14]의 연구에서는 Instagram 에
업로드된 도시들의 사진을 대상으로 이미지 비주얼
스타일, 사진 기술, 미적 특성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15]의 연구에서는 Lookbook.nu 에 업로드된 길거리
패션 이미지를 대상으로 기후, 문화적 배경, 브랜드
특성을 이용해 도시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검색 엔진에서 영화 포스터, 도시
이미지, 패션 이미지 등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전처리와
학습 모델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반적인

그림 2 문화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카테고리 Downtown

이미지 검색과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 기반의 도시 특성 분류의 경우
사람에 의하여 스타일 특징, 사진 기술 특징 등이
사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카테고리의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Flickr [16]로부터
무작위 수집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5 개국의
문화적 특성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별도의 도메인별 특징점을
추가적으로 디자인하지 않고 ImageNet 을 바탕으로
사전 학습된 VGG19 모델의 일반적 이미지 특성을
활용하는 전이 학습 기반의 분류기법을 제안한다.

Palace”, “Korea Food” 등)를 Flickr 에 검색 질의로

2.1 데이터셋
Flickr 는 Yahoo 사의 온라인 이미지 공유 플랫폼이다.
이미지 수집을 위하여 문화적 배경이 이미지 특성에
않을

실제 검색 엔진을 통한 이미지 검색 환경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위해 5 가지 나라 분류 기준과 4 가지
키워드 카테고리로 구성되는 하나의 쿼리 (예: “Japan

2. 제안하는 방법

반영되지

그림 3 문화적 특성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카테고리 Palace

것이라

예상한

제공한 후 반환되는 데이터를 모두 학습 및 평가에
사용하였다.
2.2 전이 학습 및 모델 구조

Downtown,

Park 카테고리와 비교적 크게 반영될 것이라 예상한
Palace, Food 카테고리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China, Japan, Korea, Thailand, India 의 분류 기준에
맞추어 Downtown, Food, Palace, Park 4 가지 키워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19 그룹의 사진 총 29,264 장을

전이 학습은 원본 도메인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된 특정 딥러닝 모델을 타겟 도메인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혹은 전체를 활용하는 학습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Flick 에서 크롤링하여 수집하였다.

표현하기 위한 feature map 으로서 ImageNet 을
바탕으로 사전학습 된 VGG19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표 1 데이터 집합의 구성

이를 각 카테고리별 문화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이 학습을 수행한다.

Downtown

Food

Palace

Park

China

1,266

1,603

1,714

1,450

India

1,204

N/A

1,518

1,344

Japan

1,578

1,785

1,652

1,508

Korea

1,452

1,790

1,622

1,620

256 채널의 경우 1 회, 512 채널의 경우 두 층에 걸쳐

Thailand

1,136

1,764

1,582

1,676

각각 1 회를 거친다. Convolutional layer 의 커널
크기의 경우 기존 모델과 같은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전이 학습을 위해 사용된 사전학습 신경망
구조는 그림 4 와 같이 표현된다. 기존 VGG19 모델
[17]에서와 같이 convolutional layer 와 max pooling
layer 로 이루어진 층이 5 개가 배치되며 64 채널과
128 채널의 convolutional layer 의 경우 2 회,

convolutional layer 와 max pooling layer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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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Net [18]을 통하여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ImageNet 에서 학습된 특성이 본

사용하였으며
filter
크기는
3x3,
activation
function 으로는 ReLu 를 사용하였다. Dense layer 의

논문에서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셋의 특성을

경우 2 개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optimizer 의 경우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모델의
dense layer 구성을 global average pooling 으로

VGG19 전이 학습 모델과 마찬가지로 Adam 을

치환하여 전이 학습을 진행하였다.

사용하였다.
표 2 VGG19 전이 학습 테스트 정확도 (%)

Downtown

Food

Palace

Park

Avg.

39.06

44.79

64.49

42.8

47.79

(a) Palace

(b)Food

그림 4 이미지의 문화적 배경 분류 네트워크 구조

3. 실험
3.1 실험 환경
딥러닝 모델의 전이 학습 및 평가의 경우 Google
Cloud Platform 의 compute engine 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용된 인스턴스 사양은 CPU 16 개, main
memory 60GB 이며 GPU 는 NVIDIA Tesla V100
4 개를 사용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구현을 위하여
Keras + Tensorflow-GPU 를 활용하였으며, Selenium
라이브러리 [20]를 사용하여 Flicker 이미지를

(c) Downtown

(d)Park

그림 5 VGG19 전이 학습 confusion matrix

먼저, VGG19 전이 학습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60 epoch 까지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및
테스트 정확도와 loss 추이를 관찰해보았다. 표 2 와
그림 5 는 VGG19 기반 전이 학습 모델의 각
카테고리별 테스트 정확도와 그에 따른 confusion

수집하였다.
3.2 훈련 환경

matrix 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테스트 성능을

수집된 29,264 의 전체 데이터에서 20,061 개를 train
dataset 으로 9,203 개를 test dataset 으로 무작위

보여준 카테고리는 Palace 로 64.49%의 테스트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어서 Food 는 44.79%,

분할하였다. Loss function 으로는 categorical cross

Downtown 은 39.06%, Park 는 42.89%의 정확도를

entropy 를 사용하였으며, optimizer 는 Adam 을

나타냈다. 수집된 데이터셋을 정제하지 않고 많은 수의
노이즈를 포함하여 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였다고

3.3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VGG19 모델 기반 전의학습의 성능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CNN 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일반 CNN 의
경우에는 2 개의 convolution layer 와 1 개의 max
pooling layer 로 구성되는 3 개 층의 구조를

볼 수 있다. 특히, Palace 와 같이 하나의 주된 객체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지에 문화적 특성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 예상된 Food 키워드 카테고리의 경우 하나의
이미지에 다수의 객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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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Palace 에 비해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림 5 는 VGG 전이 학습 모델의 confusion
matrix 로서 0 에서 5 까지의 인덱스는 각각 China,
India, Japan, Korea, Thailand 를 의미하며 Food 의
경우에는 India 를 index 에 포함하지 않는다.

Confusion matrix 결과를 살펴보면, Food 와
Downtown 키워드 카테고리의 경우에 China 에
해당하는 이미지 특성이 다른 문화에 비해 모호하여
분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hina 에 해당하는 문화적 특성이 다른 문화권보다 더
큰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카테로리별로 Palace 와 Food 의 경우
Thailand 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Downtown 의

palace
1.8

경우 Japan 이, Park 의 경우 China 가 높은 분류

1.6

정확도를 보였다.

1.4
1.2

그림 6 은 각 카테고리별 VGG19 전이 학습의

1
0.8

epoch 에 따른 정확도, loss 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0.6

있다. 공통적으로 training accuracy 와 test accuracy
간에 큰 간극을 보이고 있지 않아 overfitting 이

0.4
0.2
0
0

5

10

15

val_loss

20

25

30

val_accuracy

35

40

train_loss

45

50

55

train_accuracy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테스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Palace” 카테고리의 경우
loss 가 epoch 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food
1.8

감소하여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1.6
1.4

확인할 수 있다.

1.2
1
0.8
0.6
0.4
0.2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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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_loss

20

25

30

val_accuracy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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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train_accuracy

downtown
1.8
1.6
1.4
1.2
1
0.8
0.6
0.4
0.2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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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al_loss

20

25

30

val_accuracy

35

40

train_loss

45

50

55

train_accuracy

park
1.8
1.6

그림 7 CNN 구조와 VGG19 전이 학습 모델의 성능 비교

1.4
1.2

VGG19 전이 학습 모델과 CNN 일반 학습모델의 성능

1

비교를 위하여 각 네트워크를 30 epoch 까지만 학습한
후 정확도와 loss 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7 은

0.8
0.6
0.4

상대적으로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0.2
0
0

5

10

15

val_loss

20

25

val_accuracy

30

35
train_loss

40

45

50

train_accuracy

그림 6 VGG19 전이 학습의 정확도 및 loss 추이

55

“Palace” 카테고리에 대하여 VGG19 전이 학습을
수행한 모델과 CNN 학습 모델의 성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CNN 의 경우에는 10 epoch 을
기점으로 train accuracy 와 validation accurac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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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30 epoch 에서는 train
accuracy 의 경우 89.67, validation accuracy 의 경우
60.01 (VGG 전이 학습의 경우 training accuracy:
71.92,
validation
accuracy:
64.49)로
다소
overfitting 되는 경향을 보였다. Loss 의 경우에도
validation loss 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VGG19 모델을 사용한 전이
학습의 경우 training accuracy 와 validation
accuracy 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over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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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많은 수의 글자를 학습하고 나머지 전체 글자를
생성하게 된다면 좋은 품질의 글자가 나오겠지만

한글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 방법을 설계하여
글자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습 방법은 한글 구성

학습 과정에서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할
글자를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 글자의 품질이

원리에 입각한 한글 구조에 따른 3, 6, 9 형식과 한글
제자 원리에 입각한 한글 글자 모양 유사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한글 구성 원리 기반 평가는 한글 구조가

결정될 것이며, 글자를 학습하고 생성할 대표 글자를
선정한다면 효율적인 한글 자동 생성이 가능해질

자세하고 효율적인 6 형식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 예상

것이다.

했던 것과 달리 6 형식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품질
이 뛰어난 결과를 생성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달리 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한글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한글 특성을 선정해 기준들을 세우고
학습 방법을 설계한다. 특성은 한글 구성 원리에

글 글자 모양 유사 기반 평가는 예상한대로 비유사글
자보다 유사글자로 학습 방법을 설계하였을 때 결과
가 더 좋았다. 따라서 한글 손글씨 자동 생성에서 한

입각한 한글 구조와 한글 제자 원리에 입각한 한글

면 품질이 좋고 효율적으로 한글 자동 생성을 하는 대

모양으로 선정하였다. 설계한 학습 방법대로 선행
연구[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글자를 생성한 다음,

표 글자의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생성된 글자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하여 딥러닝

글 글자 유사 모양을 기반으로 학습 방법을 설계한다

기반 한글 자동 생성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주제어

학습 방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글자동생성, 품질평가, cycleGAN

2. 평가 방법

1. 서 론

한글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글 특성으로는

한글은 11,172 자로 모든 글자를 직접 제작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딥러닝 및 기계학습

한글 구성 원리에 입각한 한글 구조와 한글
제자원리에 입각한 한글 모양이 있다.[4] 가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글자를 자동

적절하다는 평가 기준은 1)생성된 글자가 어떤

생성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글자인지 명확하게 인지 되어야 하며, 2) 검증 글자와
생성 글자의 글씨체가 유사한 형상 이어야 한다. 로

‘zi2zi’ 시스템[1]과 ‘DCFont’ 시스템[2] 등이 있다.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딥러닝 알고리즘 cycleGAN

입력

글자(Input)와

검증

글자를

제공하는 피평가자는 10 명으로 구성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글자(Output)와 검증 글자를 비교하여

기반의 글자 생성 엔진을 이용하여 한글 손글씨 자동
제작 서비스[3]를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학습

평가하는 평가자는 20 명으로 구성한다. 평가 척도는

과정과 글자 생성 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습

글자가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완성도, 생성된 글자가 검증 글자의

과정에서는 글자 생성 엔진을 이용하여 A 글자에서
B 글자로 변환하는 글자 별 학습을 수행한다. 글자

스타일과 유사한 지 판단하는 닮음도로 정하며, 10 점

생성 과정에서는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척도로 측정한다.

입력 받은 글자와 비슷한 필체의 나머지 글자들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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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글 구성 원리 기반 평가 방법

한글 글자 모양 유사 기반 평가에서는 한글 구성 원
리 기반 평가의 결과 글자인 "꿈꿨는지 말해줘요"에서

한글 구성 원리에 입각한 한글 구조에 따라 3, 6,
9 형식으로 기준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한글은 모아

자, 모음이 골고루 들어간 글자들 중 각 형식별로 글
자를 선택하여 "말해꿈"을 결과 글자로 선정하였다.
결과 글자에서 초성, 중성, 종성 별로 유사한 글자와

쓰기의 표기방식으로 3, 6, 9 의 형식으로 분류된다.
3 형식은 초성, 중성으로만 구성되고 종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6 형식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존재하고

비유사한 글자 2 가지씩 쌍을 맞추어 변환 쌍을 설계
하였으며, 피평가자에게 대표 글자와 결과 글자를 제

“ㄲ, ㄸ, ㅆ, ㅃ, ㅉ” 와 같은 된소리와 “ㄳ, ㄵ, ㄺ, ㄻ,

공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ㄼ, ㄾ, ㅄ”와 같은 겹받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9
형식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존재하며 된소리와

3. 평가 결과 및 분석

겹받침도 포함한다.

3.1 한글 구성 원리 기반 평가 결과 및 분석
한글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3, 6, 9 형식으로 분류해
대표 글자를 선정하고 변환 쌍을 설계해 자동 생성을
진행하였다.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 글자와 피평가자
가 작성한 검증 글자를 토대로 평가자에게 완성도와
닮음도에 대해 10 점 척도로 물어보아 평가를 진행하
였다.

그림 1. 한글 구성 원리 기반 분류 체계(3, 6, 9 형식)

따라서 각 형식에서 표기 방식을 하나씩 선택하여
대표 글자를 선정하였다. 3 형식에서의 대표 글자는
“수채화”, 6 형식의 대표 글자는 “웹시각화표준”,
9 형식의 대표 글자는 “밝고 환한 잎의 꽃을 땄다”
이다. 생성할 결과 글자는 3, 6, 9 형식 모두 포함한
“꿈꿨는지 말해줘요”로 선정하였으며, 대표 글자와
결과 글자는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글자들로 짝을
지어 변환 쌍을 설계하였다. 각 형식별 대표 글자를
피평가자들에게 받아 결과 글자를 생성해서 평가를

그림 4. 한글 구성 원리 기반의 학습 방법으로 생성한 결과 글자와
#
검증 글자

진행한다.
2.2 한글 글자 모양 유사 기반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한글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한글

한글 글자 모양의 유사는 <훈민정음 해례>를

손글씨 자동 생성 결과에서의 완성도는 3 형식에서

기반으로 한글 제자 원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훈민정음 해례에 따르면 자음은 “ㄱ, ㄴ, ㅁ, ㅅ, ㅇ”

4.83, 6 형식에서 3.25, 9 형식에서 4.47 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닮음도는 3 형식 4.98, 6 형식, 4.33,
9 형식 5.20 의 결과가 나왔다. 분산 분석(ANOVA)

다섯자를 기본으로 하여 획을 추가하여 제작되었으며,

결과 세 형식 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글 구조가

모음은 “ㆍ, ㅡ, ㅣ”을 기본으로 이를 상하좌우로
조합하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자음은 “ㄱ, ㄴ, ㅁ, ㅅ,
ㅇ”를 기본 형태로 하여 기준을 정의하였으며, 모음은

자세하고 사용자가 작성해야 할 글자 수가 적어
효율적인 6 형식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일 것이

ㅣ 형, ㅡ 형, ㅢ 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 형식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6 형식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바탕으로 조합한 모음을 유사한 글자라고 선정하였다.

또한, 세 형식 모두 품질이 뛰어난 결과를 생성
하지도 못하였다.
표 1. 한글 구성 원리 기반 생성 결과의 완성도 및 닮음도 점수

형식별 완성도 및 닮음도 점수
(평균)
완성도
닮음도

그림 2. 한글 글자 모양 유사 기반 분류 체계(자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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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4.33

9형식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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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글 글자 모양 유사 기반 평가 결과 및 분석

학습 방법을 설계하였으며, 학습 방법 설계를 토대로
글자를 생성해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글 글자 모양 유사를 기반으로 초성, 중성, 종성
별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글자를 2 개씩 선정하고

평가 결과, 한글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3, 6, 9 형식

변환 쌍을 설계해 자동 생성을 진행하였다. 1 차 평가

으로 분류하여 설계한 학습 방법은 6 형식이 가장 좋
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 형식에서 가장 떨어지는

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 글자와 검증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완성도와 닮음도에 대해 10 점 척도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글 모양 유사 기반 평가는 한글

로 물어보아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자 원리를 기반으로 자음, 모음의 모양 분류하여 초
성, 중성, 종성별로 유사한 글자와 유사하지 않은 글
자로 나누어 학습 방법을 설계하였다. 평가 결과, 비
유사한 모양보다 유사한 모양의 글자의 품질이 더 뛰
어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한글 손글씨 자
동 생성에서 한글 글자 유사 모양을 기반으로 기준을
선정하고 학습 방법을 설계한다면 품질이 뛰어나고
효율적인 대표 글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한글 유사 모양을 토대로 학습방법을 설계하
여 딥러닝을 이용한 한글 자동 생성에서 가장 효율적
인 대표 글자를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림 6. 피평가자가 작성한 대표 글자와 자동 생성한 결과 글자

평가 결과 한글 모양 유사를 기반으로 진행한 한글
자동 생성 결과에서 유사한 글자에서 완성도는 4.48,

한, 한글은 계층적 구조로 모델링[5]될 수 있으며 손
글씨는 가장 마지막 계층인 비정형계층에 속한다. 따
라서 비정형글자가 아닌 정형글자로 한글 자동 생성

닮음도는 5.36 의 평균 점수가 나왔고, 비유사한
글자에서는 완성도 3.27, 닮음도 4.30 의 평균 점수가
도출되었다. 또한 초성에서 완성도는 유사 글자가

을 진행한다면 비정형계층에서 진행한 한글 자동 생
성보다 더 나은 품질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77, 비유사는 2.83, 닮음도는 유사 글자가 5.08,

사사의 글

비유사는 3.82 의 평균 점수가 나오고, 중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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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 및 현대인들의 컴퓨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안질환의 발병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현상은 디스플레이를 주시할 때
사용자의 눈이 충분히 깜빡이지 못하여 안구가
건조해지는, 이른바 ‘안구건조증’ 이다.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혼자서 타인의 도움
없이 눈을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여러 방법으로
제시된 카메라를 이용한 눈 깜빡임 횟수의 감지 및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현대 딥러닝 기술에 맞추어
개량하고 이를 경보음 시스템과 접목하여
사용자에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하여, 눈
깜빡임 횟수의 빈도를 증가시켰다.

딥러닝을 활용하기 이전부터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안면인식 기술 중에 하나인 눈
인식 기술은 대표적으로 OpenCV 의 Face
Detection 이 사용되어왔다. 이를 활용한 기존의
눈 깜빡임의 감지 방법은 이러한 눈 인식을 통해
추출해낸 눈의 윤곽선의 좌표 값을 연산하여 눈의
크기를 측정한 후, 평균 임계 값이나 그 외의
수치의 대한 계산을 통하여 나온 결과값을
기준으로 그 변화에 따라 깜빡임을 감지하는
방식이었다[1]. 이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의 높은
수치의 정확도를 구현해낼 수 있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계산하는 표준치의 괴리가 큰 특성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깜빡임 감지의 정확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사용자의 눈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딥러닝의 인공 신경망
CNN[2] 을 통해 학습 하여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눈의 깜빡임을 감지한다. 이
감지된 횟수가 일정 시간내에 일정횟수를 넘지
않으면 경고음을 발생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의식하게 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 보다 더 개선된 눈 깜빡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amounts of smart phone
and computer users, it has affected growth of
eye diseases. Xerophthalmia, which calls
‘dried eye’ occurs, because of electronic
device users are not blinking their eyes
frequently while they are concentrating on
display. To solve this problem, user have to
be conscious of blinking their eyes, however it
is not easy to change individual’s habit easily.
In this paper we made eye blink detection
system, which uses single RGB camera. With
this device, computer can detect humans eye
blinking by deep learning models. With
combining alert sound system, we induced
frequency of computer user’s eye blink..

그림 1. CNN 의 구조

주제어

2. 이미지 데이터학습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2.1 학습모델
딥러닝 분야에서 이미지 데이터 학습에 가장 널리
쓰이는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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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ing 과 convolution 을 반복하여 이미지를
feature
단위로
추출이
가능하게
한다.
Convolution 은 이미지의 특성들을 추출하며
pooling 은 이미지를 subsampling 하여 down
sampling 과 positive invariance 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 이 두 단계를 통하여 여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해준다.

3. 실험 및 설정
1.1 실험환경
3 명의
모니터를
연결하여
자유롭게

2.2 학습데이터

컴퓨터 이용자는 32 인치 사이즈의
사용하며 일반 웹 카메라를 PC 에
편한자세로 의자에 앉아 30 분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1.2 실험방법

학습 데이터로는 Pattern Recognition & Neural
Computing Group(ParNec)에서 제공한 Closed
Eyes in the wild(CEW)[3]에서 눈 부분만
cropping 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0 분동안 컴퓨터를 이용하며 30 초동안 5 회이상
눈을 깜빡이지 않을 시 컴퓨터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재생되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30 분동안은 경고음이
나오지 않게 설정하고 눈의 깜빡임 횟수만
기록하게 하였다.
1.3 실험결과
실험 결과.

실험자

사용자 A

사용자 B

사용자 C

미사용시

332 회

310 회

302 회

사용시

428 회

388 회

361 회

결과는 30 분을 기준으로 함

그림 2. Closed Eyes In The Wild Dataset

2.3 학습 방법
학습모델에 학습할 데이터들을 읽어올 때에는 data
augmentation[4]을 사용한다. Data augmentation 은
이미지를 지정한 방법으로 회전 반전 색 전환 등의
이미지 편집을 반복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및 학습결과의 overfitting 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 후 학습단계에서는 3 번의
convolution 과 pooling 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학습 반복횟수는 30 회로 설정하였다.

그림 4. 실험환경

4. 결론
30 분을 기준으로 실험 한 결과 눈에 띄는 눈
깜빡임 횟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에 집중할 때 이용자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5. 차후과제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눈 깜빡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학습된 데이터의 다양성 부족으로 도수가
많이 높은 안경 착용자 등에게는 오작동을 하는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고음을 내어
사용자에게 눈 깜빡임 횟수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소리를 사용하는데 제한적인

그림 3. Data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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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전자기기를 사용함에
불편함을 못 느끼게 디자인하여 화면상에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 컴퓨터 외에도 스마트폰 과 같은 다양한
전자기기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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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뇌영상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분류
Classification of Alzheimer's disease using Machine learning and
non-brain imag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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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이다. 알츠하이머의

요약문
치매 진단을 위해, 의사들은 여러 수기 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확실한 진단을 위해 의료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등을 이용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MRI 영상을 제외한 수기 검사
만으로도 치매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통계적
유의성을 얻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Open MRI

70%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고, 두부손상,
우울증, 고혈압 등의 여러 발병 요소가 존재하나
정확한 원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진행을 멈추거나
역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치매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조명된다.

database 인 ADNI 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MRI 영상

하지만, 현재 알츠하이머의 진단은 주로 환자의

이외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매를 진단하는

증상 발병 후 수기 검사를 토대로 의사들의 경험 및

모델을 구성하였다. 진단하는 모델로는 Random

직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조기 진단도 어려울

Forest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도와 같은 결과도 정량화된

Regression

과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사용하여 최대 78%의 정확도를

수치나

지표로

나타나는

얻었으며, 각각의 모델로부터 Feature Importance 를

구체적인

추출하여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정리해 보았다.

치매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기 검사가 다양하며,

검사와

것이

치매의

아니기

본질적인

때문에
예방이

각 검사별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도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자의 다양한 수기 검사

주제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 효율적인

Dementia, Alzheimer’s disease, Clinical Data

검사 기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수기 검사들이
얼마나 치매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1.

Random

서론

Forest

와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사용하여 Feature Importance 를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치매의

추출하였다.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의학에서 치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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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지식 및 분석

2.1

ADNI Metadata

ADNI(Alzheimer’s

우울, 20~30 점 극심한 우울증세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포는 그림 1
(b)에 나타나 있다.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는 임상, 영상, 유전, 바이오 마커 정보를

2.5

APOE A1 / A2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질환을 진단 및 예측할 수 있는

Apolipoprotein E A-1/A-2, 아포지단백 E 는 혈액

연구를 목표로 하여 2004 년에 설립된 Open

내의 지방, 그 중에서도 특히 고밀도지단백 (HDL,

database 이다.

좋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인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복합체인

지방

ADNI/1 에는 Image data, Study data 및 Clinical data

단백질의 단백질 구성성분이다. APOE A 는 조직에서

가 존재하며, 이중에서 Clinical data 에는 Age, Sex,

나와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옮기는데, 이

MMSE, GDSCALE, CDR, NPI-Q, APOE A1, APOE A2,

APOE A 의 수치들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Weight 등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이 높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Age 와 Sex, 그리고 치매를

등과 같은 혈관성 위험 인자들은 혈관성 치매뿐만

진단하는 목적으로서는 용도가 다른 NPI-Q 를 제외한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한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

2.2

기존에 사용하는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은 Clinical
Dementia Rating(CDR) 검사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0 점은 Normal cognitive(NC), 0.5 점은 Mild cognitive
1

점

이상은

Alzheimer’s

disease(AD)로 분류한다.
2.3

(Alzheimer’s

Disease)의

발병과도

아포지단백 E 는 유전형이 e2, e3, e4 의 형태로

치매 진단 기준

impairment(MCI),

AD

3 가지가 존재하며, e3 가 가장 흔한 형태이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e4 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ADNI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수치들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며, 환자가 어떤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포는 그림 1 (c), (d)에

MMSE

나타나 있다.

Mini-Mental State Exam 은 9 문항(30 점)으로 되어
있는 인지기능 및 치매 여부를 평가 하기위한
표준화된 자가보고형 검사도구이다. 검사 평가가

3.

방법

3.1

데이터

보통 10 분 내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널리

쓰이는

본 연구에서는 ADNI 에서 얻은 총 2059 개의

측정하고

선별하는데

대표적인

subjects 에 대한 clinical data 를 이용하였다. 각

검사이다.

검사 평가는 25 이상 정상, 24~20 점

subject 에는 Age, Sex, MMSE, GDSCALE, CDR, APOE

경계영역, 14~10 점 경도치매, 9 점이하 고도의

A1, APOE A2, Weight 등의 총 8 개 Feature 들이 있다.

치매로 판단된다.[1]

사용한 data 의 남녀 성비와 CDR 평균값은 표 1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포는 그림 1 (a)에 나타나 있다.
2.4

확인할 수 있다.

GDSCALE

표 1 Data Information

Geriatric Depression Scale, 노인 우울 척도진단은

Subject

CDR

NC

MCI

AD

고령인구대상으로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N)

평균

(N)

(N)

(N)

전체

2059

0.4604

618

1098

343

남

1178

0.4643

304

704

170

여

881

0.4552

314

394

173

자가보고형 척도이다. 총 30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질문들은 ‘예', ‘아니오'로 된 간단한
응답형이다. 진단 평가는 0~9 점 정상, 10~19 점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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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Feature 들의 CDR 에 대한 분포. CDR 은 0.5 는 1 로, 1 이상은 2 로 변환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a) MMSE Distribution ***

(b) GDSCALE Distribution ***

(c) APOE A1 ***

(d) APOE A2 ***

* p < 0.05
** p < 0.01
*** p < 0.001

(e)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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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편, 노인의 우울증을 검사하는 GDSCALE 이나

분석방법

앞서 소개했던 ADNI 의 Feature 들인 Age, Sex,
MMSE, GDSCALE, CDR, APOE A1, APOE A2, Weight
중 Age, Sex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6 개의 데이터에

APOE 의 유전형 등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했으며, 체중은 치매와 선형적인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해서 CDR 과의 상관계수 분석을 하였으며 이후

4.2 Random Forest Regression 분석결과

기계학습법인 Random Forest Regressor 를 사용하여
CDR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해당 모델에서
사용된 Decision Tree 의 개수는 100 개이다.

인풋

데이터의

형태는

모델에서는

평균적으로

78%의

정확도를

얻었으며, 해당 모델로부터 Feature Importance 를
추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0-Fold 로 나누어
입력했는데,

해당

MMSE

CDR 을 구하는데 있어서 MMSE 가 제일 정보를 많이

와

얻을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Weight 에서 정보를

GDSCALE 는 모두 총점 30 점으로, APOE 데이터는

얻을 수 있다. 즉, Weight 는 선형적인 관계가

one-hot vector 형태로, Weight 는 원본 그대로인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값의 형태를 기반으로 모든 Feature 에 대하여 각

암시한다.

Fold 마다 표준 정규화를 적용시켰다.

4.3 Multinomial

Training 단계에서는 CDR 값을 기준으로 NC 군은 0,
정확도는

Random

Forest

Regressor 가 출력한 결과와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매칭시켜 계산하였다.

각

특징들의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적용하였다. 해당 방법에서는 평균
71%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표 4 에서는 각
Class 별로 각각의 Feature 들이 갖는 Coefficient 의

추가적으로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적용하였고

Regression

분석결과

MCI 군은 1, AD 군은 2 를 결과로 출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Logistic

중요도에

평균값을 볼 수 있다.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에서 볼 수 있는 값은 각 Class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의

대표

벡터를

의미하며,

MMSE

는

세

집단에서의 값이 모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4.

보아 해당 데이터로 세 그룹을 분명히 구분할 수

결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추출한 Feature

4.1 상관계수 분석결과

Importance 와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2 에는 각 Feature 들과 CDR 값과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MMSE 는
CDR 과 같이 인지기능을 검사하는 문항으로, CDR 은

5.

토의

정상 범주를 0 점으로 두는 반면 MMSE 는 정상

이와 같이 Clinical data 와 치매 진단 결과의 통계적

범주를 만점인 30 점으로 두기 때문에 CDR 과 높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MMSE 는 CDR 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관관계, 높은 Feature Importance, 또한 높은

표 2 Correlation with CDR

Feature

MMSE ***

GDSCALE ***

APOE A1 ***

APOE A2 ***

Weight *

Correlation

- 0.6831

0.2059

0.2258

0.2659

- 0.0566

* p < 0.05 / ** p <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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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확인하기 위해 고안한 머신 러닝 모델의 accuracy 가

인지능력을

약 78%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검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환자의 우울한 정도를

따라서 본 연구는 공용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치매

검사하는 GDSCALE 은 치매와 큰 연관성을 갖지

진단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수치화 했다는 점에서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증을 검사하는 임상 검사에는

의미를 갖는다.

HAMD, BDI, GDS 등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GDSCALE 검사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적합한 결과를 볼 수 있다.[3]
또한 아포지단백 검사결과인 APOE 지수도 여러
연구에서 AD 발병의 관여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지만,
데이터 상의 값이 범주적 (categorial) 값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큰 의미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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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경우 체내 APOE 지수가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몸무게가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몸무게 데이터 또한 어느정도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2]
향후에는 MRI 영상 등 의료 영상과 환자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추후 치매 발병 가능성을 진단 및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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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eature Importance from Random Forest

정보를

표 4 Coefficient from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eature

Importance

MMSE

0.5598

Weight

0.2985

MMSE

GDSCALE

0.0775

APOE A1

0.0330

APOE A2

0.0312

Feature

NC

MCI

AD

Difference
|NC – AD|

2.6791

- 0.4760

- 2.2031

4.8822

GDSCALE

- 0.3013

0.2071

0.0804

0.3871

APOE A1

- 0.2164

0.1027

0.1137

0.3301

APOE A2

- 0.2653

0.1377

0.1276

0.3929

Weight

- 0.0374

0.0696

- 0.0322

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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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품의 개발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화의 발달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사용성 연구와 사용자 및
컨텍스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최근 지능형 스마트홈이 진화하면서 스마트형
가전제품이 대중화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능형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목적은 지능형 홈케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용성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롭게 등장하고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있는 지능형 홈케어 제품의 사용성을 위한 사용자 및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위하여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스마트홈과 지능형

이를 위하여 첫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능형 홈케어의 개념 및 특징을

홈케어 제품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다양한 지능형 홈케어 제품에 대한 사례와 연구를

살펴보고 범위를 연구한다. 둘째, 전문가 5 명의

통해 사용자 및 컨텍스트를 분석한다. 셋째, 지능형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서 스마트홈의
환경에서의 지능형 홈케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홈케어 제품의 사용자를 정의하고 컨텍스트를
정립한다. 연구 결과 사용자는 1 차 사용자와 2 차

환경을 조사한다. 셋째, 문헌조사 및 FGI 의 연구

사용자로 분류하고 컨텍스트는 사용자 프로파일,

결과를 토대로 지능형 홈케어 제품의 사용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디바이스, 컴퓨팅 환경, 위치, 시간의
6 가지로 정립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자 및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제안한다.

등장하고 있는 지능형 홈케어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2. 지능형 홈케어 제품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 스마트 홈과 지능형 홈케어 제품

주제어

스마트홈은 그림 1과 같이 1.0단계 “홈 오토메이션”
에서부터 “홈 네트워크”, “홈 IoT”를 거쳐 4.0단계 “홈
인텔리전스”까지 성장하고 있다. 홈 인텔리전스 단계

스마트홈, 지능형 홈케어, 사용성, 사용자, 컨텍스트

는 지능형 홈케어 제품이 포함되어 직접적으로 연계되

1. 서 론

어

있는

커넥티드

홈이라고

할

수

있다.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스마트홈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홈 인텔리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가전제품이 산업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동된 원격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안
환경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기술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이나
편의성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홈케어

그림 1. 스마트홈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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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Monitoring)

스마트 홈은 유무선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 IoT
통신 표준, 운용 플랫폼, 컨트롤 디바이스, 콘텐츠의
6

가지

요소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스마트 홈과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은 제품의 상태,
작동 그리고 센서들을 통한 외부적인 환경들과 외부

커넥티드

홈이라고 불리는 만큼 서로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과 관련한 유무선 인터넷이

데이터 자원들까지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제품은 수집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을 환경 또는 상황에 맞게 변화를 하게끔

기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IoT 가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즉 지능형 홈케어 제품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서로 원활한 연결을

메시지 또는 알림, 경고 등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제품의 운영 특성과 히스토리를 알게 해주며, 제품이

조정하려면 표준화 통신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운용, 컨트롤
및 관리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며, 이를 잘 활용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하게
도와준다.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컨트롤 디바이스와 사용자
콘텐츠가 갖추어져야 한다.

 컨트롤 (Control)
지능형 홈케어 제품은 내부 또는 제품의 클라우드에

지능형 홈케어 제품은 앞서 언급한 스마트 홈의
4.0 단계인 인텔리전스 홈에 기반한 전자제품을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 또는 명령들을 통해 제어된다.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공간과 디바이스의 제약 없이 사용자 또는 거주자에게

알고리즘들은 변화된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서비스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지시해주는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압이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거공간과 이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각 요소가 갖고 있는 스마트 요소,

너무 높아지면, 밸브를 닫아라’ 또는 ‘차가 차고에 거의
도달할 때쯤 이면, 헤드라이트를 꺼라’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요소들을 연결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컨트롤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직접 제어하고
제품과 사용자들의 상호 작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맞춤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2.2 지능형 홈케어 제품의 특징
지능형 홈케어 제품은 스마트 홈에서 연결요소의

필립스의 전구들을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 켜고 끄고,

극대화로 1 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의 연결요소가

침입자가 발생하면 빨간색으로 반짝거리고 저녁에는

확장되어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의 특징을

천천히 흐리게 어두워지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갖는다.

 최적화 (Optimization)
제어와 작동에 대한 결합된 능력을 지닌 지능형
홈케어 제품들로부터 추출된 모니터링 데이터의 많은
흐름들은 회사들을 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방식으로
제품 성능을 최적화시키도록 해준다. 지능형 홈케어
제품들은 알고리즘과 분석을 현재 또는 계속 수집된
타임라인 상의 데이터에 관한 결과, 활용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풍력 발전용 터빈 중, 현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최대의 풍량 에너지를 포획하기 위해 각각의 낱개들을
모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시킨다. 각각의
터빈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주변 기기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키는데 적응 및 조정이 가능하다.
제품 제어 성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그림 2. 지능형 홈케어 특징

회사가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서비스를 최적화하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휴지

기간을

줄이고,

개개인의

수정의

필요성을 전송해줄 수 있다. 현장의 수리가
요구되어지기까지, 무엇이 고장났는지, 어떤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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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지, 어떻게 수리를 진행 시킬 것인지와 같은
앞선 정보가 서비스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첫

건강은 헬스케어, 뷰티케어를 지원해주는 제품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 필로 헬스 케어’ 제품이 있다.

수리의 성공률을 향상시킨다.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능형 홈 로봇으로, 바쁜
생활로 인해 직접 건강과 복지를 챙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자율화 (Autonomy)
모니터링, 제어 그리고 최적화 능력들은 지능형
홈케어 제품들이 전에는 갖지 못했던 자율성을 갖도록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얼굴인식, 음성인식,
터치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여 의학정보를
제공해주고 의사와 직접 원격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작동한다. ‘iRobot Roomba’와 같은
제품이 가장 간단한 수준의 자율화를 가진 제품으로
이 제품은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맞는 약을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도와준다.

청소기이기에 각각의 계단들 또는 방을 서로 다른

환경은 에너지관리, 실내환경 관리를 도와주는

방식을 통해 스캔하고 청소한다. 더 정교한 제품들은
사용되는 환경을 학습할 수 있고, 제품 스스로 어떤

제품으로 예를 들어 ‘에너지 미터’와 ‘공기질 알리미’가
있다. ‘에너지 미터’는 가정용 스마트 미터기로 전기
사용량과 현재 누진단계, 실시간 전기요금, 월 예상

서비스가 필요한지 진단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다.
자율성은 기기를 작동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까지도

요금을

원격제어로 작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자율화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이나 시스템들과 융화되어

생활팁을 제공해준다.
안전은 안전, 보안을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예를
들어 ‘열림알리미’가 있다. IoT 감지기 센서를 기반으로
한 CCTV 와 적외선 센서를 창문이나 현관문에

통해 작동될 수 있다. 이때, 그들의 환경과 수행에
대한 데이터를 활성화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
이 알고리즘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다른 제품들의
제품들과

요금을

앱 푸시 메시지로 알려주며, 공기질 상태에 따른

제품들이 연결되어 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한다. 궁극적으로, 제품들은 완전한 자율성을

다른

이웃집과

나빠지면 바깥 공기와 비교하여 적절한 환기 시점을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능력들의 가치는 더 많은

포함하며,

또한

비교해주거나 누진 단계를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공기질 알리미’는 실내 공기가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먼 거리에 있을 때도

활동까지도

표시해준다.

설치하여 열림을 감지하면 앱을 통해 알려준다.
적외선 센서는 어두운 밤에도 동작을 감지해 이상
침입으로 판단되면 사이렌을 울리고, 동시에 이용자

소통하는

기기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스마트폰 화면에 112 간편 신고 기능을 띄워준다.

2.3 지능형 홈케어 제품 분류 및 사례

여가는 미디어 제품이나 반려동식물을 위한
제품으로 예를 들어 ‘Petpuls’ 가 있다. 펫펄스는

지능형 홈케어 제품은 제공 가치에 따라 크게 가사,
건강, 환경, 안전, 여가로 나눌 수 있다.

주인이 집에 없어도 혼자 가정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펫 테크 제품이다. 원격으로
반려동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켜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목소리로
인식한 감정, 활동량을 측정하여 주인에게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림 3. 지능형 홈케어 제품 분류

3. 지능형 홈케어 제품에 대한 사용자

가사는 주방, 청소, 보육을 지원해주는 제품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 허브 냉장고’가 있다. 기존의 단순한
냉장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3.1 사용자

내장된

 1차 사용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부족한
식재료를 쇼핑할 수 있는 푸드 매니지먼트 기능,

1 차 사용자는 지능형 홈케어 안에 존재하거나

있는 패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 음악감상, 라디오 등

서비스와 접촉 또는 활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인 또는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제공한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이 각각 지능형

가족간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일정, 사진을 등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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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나 가족 구성원의
그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서로

물리적 위치, 가상 위치 등
시간 (Time)

연결되거나 지능형 홈케어 제품을 매개로 인터랙션이

일, 주, 월, 년, 계절의 시간,
기간 등

이루어질 수 있다.
 2차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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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현재 스마트 스피커는 사용자의 명령어에 반응하는

스마트 스피커, 상호작용, 중단가능성(interruptibility)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더 나아가, 먼저 말을 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선제적 서비스로 그

1. 서론 및 연구 동기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선제적 서비스 제공 시에

스마트 스피커에 탑재된 인공지능 비서로서 음성

스마트 스피커가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말을 걸면

기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 제공, 의사결정 등의

사용자의 과업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짜증 등)을

다양한 과업들을 지원한다. 현재의 스마트 스피커는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말을 거는

대부분

타이밍이 선제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최근 들어 세계 스마트 스피커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을 걸기 적절한 순간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홈[9], 아마존 에코[3]에서

탐험적으로 찾기 위해 스마트 스피커를 제작하여

일정 알림이나 집의 안전 및 보안과 관련하여

일주일간 대학생 기숙사 방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수집하였다. 스피커가 “지금 대화하기 좋은가요?”

선제적

라는

상기시키거나

질문을

하면

실험자는

“네/아니요”로

사용자의

명령에

서비스는

반응하여

사용자가

상황에

맞는

잊고

수동적으로

있던

서비스를

내용을
먼저

중단가능성(interruptibility)에 대해 응답하고, 그 때

제공하므로 유용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적절한

하고 있던 행동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

수집하였다. 40 명의 실험자의 자연스러운 생활 중에

적절하지 못한 순간에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총 3572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집에서 가능한

짜증을

행동을 분류하고, 행동과 관련하여 중단가능성에

일어날 수 있고[5], 운전 상황일 경우 안전 문제 또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로 집중도/몰입도, 급함/바쁨,

발생할 수도 있다[6, 7].

신체/정신적 요인, 음성 채널 유효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 찾은 요인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스피커가 대화하기 좋은 순간에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스마트 스피커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발하거나

원작업으로의

재개

지연이

진행중인 작업에 대한 중단가능성(interruptibility)에
대한

기존

연구는

데스크

탑과

스마트폰부터

유비쿼터스 환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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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다[1].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보낼 때, 알림 내용 또는 알림을
보낸 사람과의 관계 등이 중단 가능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다[8]. 자동차의 음성 서비스에서도 차량
센서 데이터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화에
적절한 순간을 찾았다[6, 7].
하지만 현재까지 스마트 스피커의 선제적 서비스에
대한 중단가능성과 적절한 순간은 연구되지 않았다.
스마트 스피커는 기존 연구한 데스크 탑, 스마트폰
등의 기기와는 달리 주로 편안한 상태로 머무르는 집
환경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무실 또는
자동차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스마트

스피커의

선제적

상호작용에

관한

중단가능성은 기존 연구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를

찾고자

하는

탐험적

그림 1 스마트 스피커가 설치된 상태의 기숙사 구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ESM 작동 방식

2. 방법

ESM 은 두가지 방식으로 트리거가 된다. 첫 번째는
스마트

랜덤 트리거이고, 두 번째는 실험자의 걷기 등

스피커의 선제적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의 중단

움직임이 있을 때 ESM 질문이 나오는, 움직임 감지

가능성

위하여

트리거이다. 기본 랜덤 방식에서 움직임 트리거를

(ESM) 방식으로

추가한 이유는 활동 사이의 전환 중에 움직이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자의 거주 환경에 스마트

경우가 중단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가 있기

스피커를 설치한다. “지금 대화하기 좋은가요?” 라는

때문이다[4].

ESM 질문을 음성으로 물어보고, 사용자의 응답을

중단가능성에

녹음하여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본 절에는 실험 환경,

것이라는 예상 하에, 움직이는 상황의 데이터를 더

ESM 트리거 방식과 주기, 스마트 스피커 장치에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트리거를 추가하였다.

집에서

자연스러운
및

적절한

생활을

하는

순간을

Experience Sampling Method

중에

이해하기

대해 설명한다.

움직임이라는
주요하게

영향을

상황적
끼칠

요소가
수

있을

가장 최근의 ESM 이 울린 시간으로부터 15 분에서
25 분 사이의 랜덤한 시간 후로 다음 ESM 을

2.1 실험 환경
집은 아파트, 주택,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 형태 및
가족, 친구, 혼자 등 다양한 가구 구성원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인 1 실의 기숙사를 실험 환경으로

예약한다. 움직임 감지 트리거는 사용자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로 ESM 질문을 하도록 한다. 각 ESM
간의 간격이 평균 20 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하였다. 기숙사의 구조(그림 1)는 2 명이 한

ESM 작동 시간은 실험자가 깨어나는 아침 시간부터

방에서 생활하고,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공용

잠들기 전인 밤까지 약 12 시간으로, 실험자가 시간

공간을 다수의 학생들과 공유한다. 기숙사 환경은

구간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였다.

룸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이 주는
영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움직임 감지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은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사진들을 활용했다. 시간 연속적인 두

- 89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사진의 동위 픽셀 값을 비교하여 임계치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차이가 있는 픽셀 개수가
많으면(테스트를
실험자의

통해

움직임이

정한

한계점을

감지된 것으로

넘기면),

판단하였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사진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비교 과정을 거치면 바로 지워지도록 하여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다.

스피커

장치는

실험자는 2 인 1 실 기숙사에 살면서, 룸메이트와
함께 실험 참여가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였다. 총
20 개 기숙사 환경에서 40 명의 데이터를 각 기숙사
당 1 주일 씩 수집하였다. 10 개의 스마트 스피커를
제작하여, 2 주간에 걸쳐 수집을 완료하였다.
먼저, OT 에서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2.4 스마트 스피커 장치
스마트

3. 데이터 수집

질문의 의미와 응답하는 방식에 대해 안내하였다.
스마트폰(Galaxy

S7),

카메라 사용과 응답 녹음에 관련하여 IRB 동의서를

블루투스 스피커(OA-SP600), 광각렌즈(NEXT-F30,

받았다. 연구자가 직접 실험자의 기숙사에 방문하여

170° 화각)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이 커버로 외관을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한 후, 실험자들은

포장한 후 전원을 연결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일주일 간 본인이 지정한 시간에 작동하는 ESM

보면대를 활용해 설치하였다.

질의에 응답하였다.
스피커가 “대화하기 좋은가요?”라고 질문하면, 현재
대화하기 좋은지 아닌지 판단하여 “네” 또는 “아니요”
라고 중단가능성에 대해 답변한다. 그리고 질문이
나오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대답하여,
중단가능성에 영향을 끼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주일 간의 수집이 끝난 후, 1:1 인터뷰를 통해, 각
행동 별로 “네” 또는 “아니요” 라고 응답한 이유를

그림 3 (1) 스마트 스피커 부품, (2) 조립된 스마트 스피커,

물어보았다. 인터뷰를 통해 각 행동이 중단가능성에

(3) ESM 앱 화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한 ESM

4. 결과

앱이 설치되었다. ESM 앱에는 질문을 듣고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 ESM 작동
시간을 설정하고, ESM 수집을 시작하는 버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총 3572 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그 중 실험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보충하지 못한 응답과 실험자가
실험을 잘못 이해하여 아예 다른 응답을 한 72 개의
응답을 제외하여, 총 3500 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4.1 집 행동 카테고리

연결하여, ESM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충분한 크기로
출력한다. 기숙사 환경 내부에서의 사용자 움직임

10 개의 기숙사에서 각각 가장 응답이 많았던 날의

감지

광각렌즈를

응답들을 뽑았다. 284 개의 샘플 데이터로 집에서

장착하였다. 스피커 모양의 종이 커버에 넣어 조립을

하는 행동을 분류하였다.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하여 스피커의 외형을 갖추었다. 높이 조절 가능

반복하여 다음과 같은 19 가지 카테고리가 포함된

보면대를 사용한 이유는, 각 기숙사의 가구 배치와

최종 코드북을 만들었다. (1) 일/공부, (2) 게임, (3)

관계 없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좋은 동일한

인터넷/스마트폰, (4) 비디오 보기(유튜브 등), (5)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기 위함이다.

휴식, (6) 먹기, (7) 잘 준비, (8) 잠, (9) 자고 일어남,

범위를

넓히기

위해,

170°

(10) 머리 말리기/빗기, (11) 옷 갈아입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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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기/로션바르기,

(13)

기숙사

내

공용

공간(화장실, 샤워실 등) 방문, (14) 집 밖 외출, (15)
공용 공간에서 돌아오기, (16) 집 밖에서 귀가, (17)
집안일(빨래 널기, 청소 등), (18) 대화하기, (19)
온라인 인터랙션(메신저, 통화 등).

가능성이

귀가(98%가

높은

거는 적절한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40 명 실험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1)

집에서의

3572

개의

행동과

데이터를
관련하여,

사용자의 움직임 및 사회적 존재가 중단가능성에

(2)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추가로 연구하여 선제적 대화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에 적절한 순간에 대해 더욱 연구해볼 수

응답),

(3)

공용

있을 것이다.

비디오 보기(72%) 등이다. 또한, 중단 가능성이 낮은

사사의 글

(1)

총

밖에서

집

돌아오기(89%), (4) 휴식(85%), (5) 집안일 (85%), (6)
행동은

생활에서

중단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을 찾았다.

“네”라고

인터넷/스마트폰(92%),

스마트 스피커가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말을

수집하였다.

4.2 결과 전체 개요
중단

5. 논의 및 결론

잠(4%),

(2)

잘

준비(11%),

(3)일/공부(21%), (4) 공용 공간 방문(26%), (5)
게임(36%), (6) 집 밖 외출(3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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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장점도 있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접하지 못하게
된 사용자가 편협한 견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또한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YouTube) 역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투브를 통해 필터 버블 현상이 보이는
추천 시스템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요약문
추천 시스템은 개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미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 편식을 하게 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필터
버블은 제공되는 정보가 사용자의 견해를 편협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추천 시스템에
의한 필터 버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추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필터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자 또한 추천
시스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본 논문은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과 추천 시스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관련 연구 및 문헌
2.1 추천 시스템의 원리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첫번째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한 선호 형태를 보인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를
활용해
선호도를
파악하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이며 두번째는
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사용자의 선호에 대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기존에 선호한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을 찾아주는 콘텐츠 기반(content-based)
알고리즘이다[3]. 하지만 협업 필터링은 초기
사용자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천을 해주지 못하는
콜드 스타트(cold start)문제가 있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결과가 과도하게 특수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위 두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알고리즘을 엮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4].

주제어
추천 시스템, 개인화 알고리즘, 필터 버블

1. 서 론
추천 시스템은 개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품,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1]. 하지만
추천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추천 시스템에 의해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한다는 점에서 필터
버블이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얻고 싶어 하는

2.2 유투브의 추천 시스템
유투브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유투브 활동
기록에 기반해 다음에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을 추출하는 후보 생성 모델(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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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model)과 후보 생성 모델을 통해
추출된 영상 중 사용자의 기준에 맞추어 사용자가
끝까지 시청할 확률이 가장 높은 영상을 추출하는
순위 모델(Ranking Model)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5].

3.2 데이터 수집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20,
30 대 남녀 100 명 중 유투브를 사용한다고 답한
82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남녀 각각 44 명,
38 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 대와 30 대 각각 42 명,
40 명이었다.

2.3 필터 버블의 개념과 해결 방안

4. 결과 및 분석

필터 버블의 개념은 Eli Pariser 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개인화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가 제한된 주제에 대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6]. Eli
Pariser 는 필터 버블이 기계에 의해 필터링 된
정보만을 받아봄으로써 사용자들은 정보 편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의에
의해 가치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유투브의 추천 시스템도 개인의
‘가치관’과 연관이 될 때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하는
이슈는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7].

4.1 유투브 사용 실태
유투브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85.4%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묻는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투브 사용자
전체 중 72%가 ‘휴식/여가’에 이용하고, 다음으로
65.9%가 ‘취침 전’에 이용한다고 답했다.
추천해주는 영상들에 대한 만족도 여부는 7 점
척도로 물었으며 전체 평균은 4.80 이고, 만족하는
의견은 과반수가 넘는 63.4%, 만족하지 않는
의견은 3.7%로 나타났다.

전준영 외 2 인은 구글의 검색 결과에 대한 실험을
하였으며, 개인화 검색을 대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개인화 알고리즘을 이용할수록 필터
버블이
심화하는
현상을
편향
수치로
보여주었다[2].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정보들만
이용하여 상위 페이지를 채운다면, 필요로 하는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색어를 렌더마이징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8]. 또한 안현우 외 1 인은
심층 신경망 기반 데이터 보충과 영향요소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Influence Factor
Based Hybrid System)을 제안하면서 사용자의
감상을 중요시했다[9]. 이 외에도 사용자 생성
태그에 인코딩 된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측정하여 필터 버블의 효과를 평가하고,
추천 시스템에 시간적 영향을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10].

4.2 유투브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인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투브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추천되는 콘텐츠에 대한 5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데이터가 정규성 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적 분석 방법인 KruskallWallis 검증을 적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그룹간
유의한 차가 있었지만(χ2(4)=13.20, p=0.01), 모든
항목의 평균이 4 점(보통이다)과 5 점(그렇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성별, 나이, 직군, 거주지 문항이 있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추천 콘텐츠의 만족도, 주제 반복성,
주제 다양성, 주제 적합도, 편향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 위한
검색에 대한 경험과 추천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했다. 평가 문항은 7 점 척도(7-Likert
Scale)로 구성했으며, 설문의 마지막 문항은
사용자들에게 현재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림 1. 콘텐츠 추천에 대한 인식(오차 막대: 95% CI)

다음으로는, 추천되는 영상이 자신이 즐겨보는
영상의 주제와 유사한지 여부와 상반되는 주장의
영상을 찾아보는 경험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설문하였다. 사용자가 자주 보는 영상들과 추천
받는 영상들의 주제가 유사한지 묻는 문항으로, 약
77%가 자신이 보는 영상과 추천 영상이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시청한 영상과 상반되는 영상을 검색한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약 60%가 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상만 시청하고 이와 상반된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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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자가 원하는 추천 시스템

대체로 검색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다양한 영상을
접할 기회가 더욱더 줄어듦을 예측할 수 있다.

세분화

빈도(비율)

성별

YES

76.8

응답률(%)

분류

NO

인구통계

59.8

4
(8.3%)

연령대
직군

40.2

해외 인기 영상

23.2

인기도

주별 인기 영상

7
(14.5%)

조회수 높은 영상
좋아요 많은 영상

영상주제적합도 반대영상검색경험

영상의
다양성
(사용자가
접하지 못한
영상 포함)

그림 2. 추천영상주제 적합도와 반대주장의 영상 검색
경험에 대한 비교

4.3 추천 시스템의 개선 방향 정량 분석
유투브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위해
반영하고 싶은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가 정규성 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적
분석 방법인 Kruskall-Wallis 검증을 적용하였다.
그룹간 유의한 차가 있으며, χ2(4)=42.72, p<0.01,
사후 검정으로는 Wilcoxon Rank Sum Test 를
적용하여 Bonferroni 보정 방법을 통해 대응
비교를 하였으며, [그림 3]와 같이 주제 다양성을
원하는
응답이
다른
요소들보다
모두
높았다(μ=5.28, p<0.05). 또한, 접속시간대에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인기 영상을 추천 받고 싶은
항목이 연령대보다 낮았다(μ=3.85, p<0.05).

사용자
관심사

해외 영상
다양한 카테고리 생성
해당
영상

영상의

상반된

검색어/관심사와
관련된 영상

19
(39.5%)

18
(37.5%)

표 2.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추천 시스템

분류

세분화

빈도(비율)

관심 없는 소재의 영상
관심 없는
영상

무작위로 뜨는 영상

9
(37.5%)

오래된 영상

그림 3. 추천 방식 별 선호도 분석 결과(오차 막대: 95%
CI)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영상

정치적
영상

성향을

반복/유사한
영상

같은 영상 반복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상

논란성이 있는
(선정적, 폭력적)

띄는

과장된 썸네일의 영상

4
(16.6%)
7
(29.1%)

영상

4
(16.6%)

[표 1]을 통해 사용자 관심사에 관련된 영상만을
추천 받고 싶어 하는 사용자가 37.5%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를 통해 관심
없는 영상을 추천 받고 싶지 않은 사용자가
37.5%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추천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1]에서 영상을 다양하게 추천 받고자 하는 사용자
또한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사와 관련한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류된 범주에 속하지

4.4 추천 시스템 개선 방향 정성 분석
정성 조사 문항은 개방 코딩(OpenCoding)을 통해
사용자가 생각하는 유투브 추천 시스템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개선 방향은 크게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과 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구분했다. [표 2]은 사용자가 추천
받고자 하는 영상으로 인구 통계적, 인기도, 영상의
다양성, 관심사로 분류했고, [표 2]는 사용자가
추천 받고 싶지 않은 영상으로 관심사, 정확도,
반복/유사도, 적합도에 따라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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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소수의 의견 중에서 급상승한 영상, 영상
길이별, 광고 포함 여부 및 개수, 이전에 시청한
영상 재추천도 참고할 수 있다.

7. 정성열. (2019) 유튜브의 관련 영상 추천 시스템,
‘필터버블’심각하다.http://www.crteconomy.c
om/news/articleView.html?idxno=206

5. 결론

8.Sangdon Joo, Sukyung Seo, Youngmi Yoon.
(2017). A Query Randomizing Technique for
breaking
‘Filter
Bubble’.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22(12), 117-123.

본 논문에서는 추천 시스템에 의한 필터 버블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여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했는지와 추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실제로 필터
버블이 발생했는지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추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필터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자 또한 추천 시스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는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아직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동시에 필터 버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한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9.안현우, 문남미. (2019). 심층신경망 기반 데이터
보충과 영향요소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추천시스템. 방송공학회논문지, 24(3), 515526.
10.Tien T. Nguyen, Pik-Mai Hui, F. Maxwell
Harper, Loren Terveen, and Joseph A.
Konstan. (2014). Exploring the filter bubble:
the effect of using recommender systems on
content diversity. In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ACM, New York,677-686

향후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현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관심사 확대를 저해하는 편협한 정보 제공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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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밀레니얼

세대가

다양한

정신질환

진단률이 높아지는 것에 경각심을 느낀 후 정신질환과
감정표현불능증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바탕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인지 강화를
유도하는 A.I. 기반 챗봇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어
A.I. , 자연어 처리, 챗봇, 감정표현불능증, 정신질환

1. 서 론

<그림 1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의 후속세대로서 비교적 어린 시절 가정과
깊은 교류를 맺지 못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2. 본문
2.1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개략적 설명

디지털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상[1] 감정표현불능증이 만연할 것이라는 가설을
먼저 세우게 되었다.
<그림 1>에서 나타내는 서베이와 인뎁스 인터뷰를
통해 이 가설이 유의미함을 파악하였으며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감정 표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
또한 파악하였다.
또한, 3 포 세대에 이어 5 포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20 대의
현실을 반영하였을 때, 20 대의 정신장애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감정표현 불능증이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번질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정신질환이
감정표현

불능증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를 언어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들은 정서 각성
상태를 조절(완화) 하는데 필수적인,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또한
신체

감각과

감정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감정표현불능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나 현실이 아닌 세계를
상상하는 것과 같은 상상력이 현저하게 감소해 생략된
이야기를 이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의
표정을 읽지 못해, 타인과의 소통이 부재하는 등의 인지
및
정서적
어려움을
감정표현불능증
정도는

경험한다.
Toronto

[7]
이러한
Alexithymia

발견하였다.[2][3][4][5]

Scale(TAS-20)을 통해 수치화 할 수 있으며 한국판으로

이러한 증상을 앓는 사람들은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개정된 TAS-20 을 통해 한국인의 감정표현불능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8]

겪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감정 표현을 유도한다면
감정표현불능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이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감정표현불능증과 그로 인해

2.2 감정표현불능증 해소의 필요성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박장애의 특징적 방어기제로 알려진 억제, 취소,
감정의 격리가 모두 감정표현불능증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등 강박 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의 높은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는 연구들을
토대로[9]
감정표현불능증이 이러한 강박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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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는 가설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또한
초기
성인기의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은
감정표현불능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애착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애착

특성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중재를 통하여 개인의 감정
표현을 증진시키는 것에 개입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러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감정표현불능증 그 자체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감정표현
불능을 해소하는 것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림 2-2 챗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정 분석>

온라인 서베이(n=72; 대상 : 밀레니얼 세대)를 통해
감정 표현이 미숙해 곤란함을 겪은 사람들이
47.8%임을 확인하였고, 그 중 85.5%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TAS20; 3.34)의 인뎁스 인터뷰를 통해 감정에 대해 깊게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저가 매일매일
챗봇을 이용하여 그들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유저가 작성한 일상을 텍스트 분석하며,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유저의 일상과 어울리는 가장

생각해본 적 없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법을

적합한 감정 카테고리를 제시한다. 유저는 그 감정
카테고리 내의 9 개 정도의 세부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모르겠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되며 자신의 일상을 통해 감정이 어땠는지 상기하게

논문 뿐 만 아니라 실 유저의 니즈 역시 파악할 수

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큰 뼈대는 잡아주지만, 그
내부에서의 세밀한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주도한다.

있었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감정표현을

접하게

함으로써 유저의 감정표현불능증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2.3 감정인지훈련 챗봇 서비스 개요

<그림 2-1 챗봇을 통한 TAS-20 테스트 화면>

먼저 유저가 서비스에 접속하면 TAS-20 테스트를
통해 개인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첫 번째 접속
시에만 이루어지며 유저가 원할 시 주기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챗봇을 통한 간이 사이코드라마 >

또한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제시 하듯,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감정표현불능증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11], 타 유저가 겪은 일상을 제시하며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묻고, 제 3 의
유저들은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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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며 타인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미움, 걱정, 부끄러움 등 8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한다.

유저들의 일상에 맞는 카테고리를 우선순위로
정렬하였다.

<그림 3-1 사용한 AutoML Text Classification 모델>

<그림

5>와

Classification

<그림 2-4 챗봇을 통한 간이 사이코드라마 >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데일리, 위클리 리포트를
통해 그들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재미요소를 넣고자 하였다.

같이
을

Google

사용하여,

AutoML

Text

기쁨(exhilarated)과

슬픔(sadness) label 을 생성하고 각 label 에 적합한
문장을 100 개의 항목씩 학습시켰다. AutoML 은 현재
beta 서비스 중으로 영문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습은 영문으로 진행한 뒤 유저가 기록한 일상을
Google Cloud Translation API 를 사용하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3-2 학습된 모델의 사용 예시>

이와 같이 유저의 일상을 분석하여 얻어낸 label 을
기준으로 8 개의 카테고리의 우선순위를 정렬하였다.

<그림 2-5 위클리 리포트>

카테고리

순서 1

순서 2

순서 3

순서 4

순서 5

순서 6

순서 7

순서 8

기쁨

기쁨

경이

애정

평안

부끄러운

슬픔

걱정

미움

슬픔

슬픔

부끄러운

걱정

미움

평안

애정

기쁨

경이

<표 1 유저의 일상에 따라 선택된 감정 별 감정형용사 카테고리 우선순위>

2.4 자연어 처리를 통한 감정형용사 우선순위 정렬

2.5 사용자 경험을 통한 서비스 피드백

유저들이 본인의 일상에 대한 감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감정 형용사 72 개를 의미 있는 한국말 감정표현을
기반으로 선별하였다. [12] 타겟 유저들의 특성상,
72 개의 감정형용사를 무작위로 제시할 경우 자신의

만든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조사를 시행해
보았고, 그 결과 흥미로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먼저, TAS-20 결과 3.13 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후 감정을
인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때문에 약식의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조차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감정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경이, 기쁨, 애정, 평안,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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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유저가 의문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온보딩 스크립트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고

향후 감정표현불능증을 넘어서 다양한 정신질환을

마지막 문장만 읽고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완화시키기 위한 서비스로 연구하면 더 좋은 결과를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너무 정형화된 감정 표현을 제시해줘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쉽다는 평이 있었다. 자신만의 독특하거나 새로운
감정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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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사람의 성격유형별로 지능형 소셜 로봇과의
친밀감 형성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 응답자에 대해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유사한 과제 수준이 구분된 영상으로 지능
형 소셜 로봇의 영상을 제시하였다. 성격은 빅5성격유형
검사를 사용하였고, 친밀감 측정을 위해 친구 및 가족 대
상의 친밀감 척도를 로봇에 맞춰 연구팀 내부적으로 변
형한 척도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5가지 성
격 중 우호성과 성실성, 신경성 성격요인에 따라 로봇과
의 친밀감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로봇과의 친밀감 형성에 대한 정성조사를 통해
서 로봇의 형태, 사이즈, 표정, 기능이 관계형성에 중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로봇을 기획함
에 있어 개인이 로봇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친
밀감에 관여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획 부분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지능형 소셜 로봇, 성격, 친밀도

1. 서 론
1.1. 기술수용도
기존의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는 기술 수용도 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로부터
시작되었다[1]. TAM의 개념적 틀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 동기가 영향을 받게 되
고 이어서 실제 시스템 사용이 영향을 받는 도식으로 표
현될 수 있다. TAM의 개념틀은 다양한 기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지만 주로 유용성과 사용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최근에 새로 나온 소셜 로봇 등에 대해
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셜 로봇의 경우 그 수용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순한 유용성과 편리성이 아니
라 해당 로봇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특성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1.2. 지능형 소셜 로봇에서의 성격 연구

구는 챗봇이 가지는 시각적, 언어적 특성을 기반으로 챗
봇의 성격과 그에 따른 수용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의의
가 있지만 사용자 측면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한
계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비서형’ 챗봇이 ‘친구형’ 챗봇
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을지라도 사용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챗봇 유형을 더 선호할지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의 특성 중에서 다른 사회적 존재와의 상호작용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 특성이 있다. 사용자
의 성격 특성은 소셜 로봇과의 상호작용 이후 로봇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지는 양상에 영향을 준다[3]. 구체적으
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로봇과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 및 심리적 관계의 긍정적 태도 변화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고, 신경성은 로봇과의 정신적 관계와 부정적
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외에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로봇과 가까워
지는 것을 편하게 느끼고,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며, 외
향적이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로봇을 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
[4,5,6,7], 또한 내향적이고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
일수록 로봇이 사람처럼 생긴 것보다는 기계적인 모습
을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8]. 이 연
구들은 인간의 성격특성이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로봇이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로 편
입되는 초기 시점에서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인간이
로봇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지가 향후 해
당 사람이 로봇과의 실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로봇의 특성과 인간의
성격 특성이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바탕으로 성격 특성에 따른 로봇과의 초기단계의
관계형성 기대 차이를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기존 연구 중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챗봇의 유형을
분리한 연구에서는 챗봇의 프로필 이미지, 대화 말투 등
에 기반하여 12가지의 유형을 만들고 어떤 유형의 챗봇
이 신뢰성을 주고 그에 따라 지속적 이용을 하게 만드는
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2]. 위 연구 결과, 로봇형 이미
지를 가지고 극존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비서형’ 챗봇이
신뢰성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위 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외모 및 사용자 경험 특징이 구분되
는 세가지 지능형 소셜 로봇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 로봇에 대해 기대하는 친밀감/결속력을 측정하
였다. 성격은 Big5검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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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사대상
총 47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 응답 10건을 제외하고
37명(여: 25, 미표기: 2)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들의 평균 연령은 34.35(±6.52) 이었다.
2.2. 지능형 소셜 로봇 특성 구분 및 영상

표준화된 설문 문항 외에 개방형으로 로봇과의 친밀감
형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이에 대해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표1>과 같이 외모와 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차이,
이동성, 음성발화, 명령수행, 촉각 인터페이스 지원,
proactiveness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 3가지 지능
형 소셜 로봇을 대상으로 (1) 인사하기, (2) 엔터네인먼
트, (3) 메시지알려주기, (4) 명령수행, (5) 감정표현 다
섯가지 태스크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온라인 시나리
오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3.1. 로봇에 대해 기대하는 친밀도 및 성격과의 상관
관계
총 아이보와 지보(r=.573, n=38, p<.001), 지보와 로
보혼(r=.454, n=39, p<.001), 아이보와 로보혼
(r= .623, n=38, p<.001)은 각각 친밀도 기대감 사이
에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요인과 로봇에 대해 기대하는 친밀도와의 상관관
계를 보면 우호성(agreeableness)과 아이보(r=.518,
n=38, p<.001) 및 지보(r=.380, n=38, p<.05)에 대
해 기대하는 친밀함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
른 성격 요인과 로봇에 기대하는 친밀함과는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지능형 소셜로봇 특성 구분 및 영상

표 2. 주요 성격 요인과 로봇에 대한 친밀도 상관분석

3.2. 성격에 따른 지능형 소셜 로봇에 대한 친밀도/결
속력에 대한 기대

2.3. 친밀도/결속력 측정 도구
일차적으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기존 척
도를 활용하여 로봇에 기대하는 친밀도 문항에 적합한
인벤토리를 구성하였고[9,10,11], 그 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지능형 소셜 로봇에 기대하는 친밀감/결속력 측정
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2.4. 성격검사: BIG5
한국형 Big5성격검사를 활용하여 신경증, 외향성, 개방
성, 성실성, 친화성으로 성격을 측정하였다[12].
2.5. 실험설계 및 분석 방법
실험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순서지어진 로봇에 대한 영상
을 시청하고 각 영상 시청에 이어 각 로봇에 대해 기대하
는 친밀함 정도를 응답했다. 로봇과의 직접적인 상호작
용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피하게 개인의 성격에
따른 상호작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모든 응답자들이 동일한 로봇의 특성과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격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경우 친밀함 기대 조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격 검사는 세 로봇에 대한 친밀함 기대
조사를 마친 후에 진행했다. 성격 검사 후에는 성별, 나
이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아이보, 지보, 로보혼 중 가장 기대되는 친밀도는 성별을
통제했을 때,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개인의 성격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성격 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 Pillai's trace = 0.765, F(12,
87)=2.480, p <.05, Wilks’ Lamda = 0.328, F(12,
71.7)=3.317, p <.05, Hotelling's trace = 1.780,
F(12, 77)=3.808, p <.001, Roy's largest root =
11.76, F(4, 29)=3.317, p <.001. 일변량 분석 결과는
아이보에 대한 친밀감 기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F(4, 29)=5.724, p<0.5. 아이보에 대한 친밀감
기대에 있어 우호성 성격 요인이 성실성 성격 요인보다
17.477점 높았고(SE=4.919, p<.05, CI[2.532,
32.422]), 친화성 성격 요인이 신경증 성격요인보다
24.334점 높은(SE=7.84, p<.05, CI[0.515, 48.154])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성격 요인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요인간 상호작용 효
과는 없었다.
그림 1. 주요 성격요인에 따른 로봇별 친밀감 기대양상

분석에서는 주요 종속변수인 각 로봇에 대해 기대하는
친밀함들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다섯 가지 성격 요소 중 주요 성격 요인에 따
른 세가지 로봇의 친밀도/결속력 점수에 대한 다변량분
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 수행시 성별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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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격에 따라 로봇에 대한 친밀감 기대 정도가 다르
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호성과 개방성
이 높은 사람은 세가지 로봇에 대해 친밀감을 기대하는
정도가 비슷했다. 반면,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특정한 로봇에 대해서만 뚜렷한 선호를 보였다.
3.3. 지능형 소셜 로봇에 대한 친밀도/결속력에 대한
기대에 대한 정성분석
로봇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친밀감과 관련하여 개방
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3과 같
이 크게 외모와 인터렉션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표 3로봇에 대한 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로봇디자인 측면에 적용될 수 있
다. 지보의 디자인은 다양한 성격유형에 모두 친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아이보는 성격에 따라 호불호가 강하
게 나뉘긴하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그룹에서는 가장 높
은 기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등 로봇의 디자인과 성격
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설문응답자가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격 요소
에 따라서 응답자를 구분하는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실험참가자를 모집하여 추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외모 및 다양항 사용자 경험 특성이 구분되는 세가지 지
능형 소셜 로봇에 대해 잠재적 사용자들은 그들의 주요
성격에 따라 로봇과 맺을 수 있는 친밀감의 정도에 차이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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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마케팅 측면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유튜브 이용동기와 사용 패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유튜브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기와 행동양식(경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접근 방법을 6 가지
(추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로 4 가지,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로 2 가지) 로 분류하여 각 콘텐츠
이용 동기와의 상관관계를 모색하였다. 세 가지의 이용
동기 별로 접근 경로와 사용 패턴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디자인 설계하는

요약문
최근 미디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시각적, 청각적 매체를 활용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 구글의 유튜브(YouTube)는 단순히
온라인 영상 제공 서비스 역할을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creator)의 창작 공간, 소통의 창,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사용자들의 이용 동기와 추천
시스템 사용 패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도와 추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튜브 사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동기와 사용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는 연구 실험 대상자의 48 시간 동안의
유튜브 시청 히스토리 내용의 일부가 담겨있다. 유튜브
콘텐츠 접근 경로는 6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콘텐츠
이용
동기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3 가지(휴식/재미, 정보검색, 음악감상)로 구분되었다.
통계 분석과 실험 참여자들의 개별적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콘텐츠 이용 목적과 콘텐츠 접근 경로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과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2. 관련 연구
2.1 유튜브(YouTube) 이용 동기(Motivation)
새로운 미디어 및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미디어를 비교하여 이용 동기를 파악하는
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튜브
이용 동기를 ‘오락 추구, 정보 및 지식 추구, 사회적
관계 추구’ 세 가지로 분류한 후 사회적,심리적 요인과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5,6]. 참여 활동(예:좋아요,
싫어요, 댓글 작성)과 소비활동(예:동영상 시청, 댓글
읽기)으로 나누어 이용 동기를 파악하는 연구 조사도
이루어졌다[2].또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목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관점이 아닌
콘텐츠를 감상하고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콘텐츠 접근 경로와 함께 분석하였다.

주제어
유튜브 추천 시스템, 미디어 사용 패턴, 콘텐츠 접근
경로, 유튜브 이용 동기

1. 서 론
최근 콘텐츠 소통 방식이 글로 표현하거나 읽는 것이
아닌 이미지로 표출하고 음성(음악)으로 듣는
다감각(multi-sensory)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튜브(YouTube) 역시도 다감각적 소통 매체의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측면(예: 콘텐츠적 측면, 사회적

2.2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튜브 동영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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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알고리즘 생성에 대한 연구나 추천 시스템이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조회수와 추천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조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경로에 따른
추천 시스템 활용도와 경로에 따른 추천 시스템
신뢰도를 파악한 후 추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l

RC(Recommendation-Continue) : 콘텐츠 시청 이후
자동 추천되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시청

l

RT(Recommendation-Together) : 시청 중인 콘텐츠
우측 혹은 하단(화면 비율에 따라 다르게 배치)
나타나는 추천 영상 선택

l

NR(Non-Recommendation) :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YouTube 내 검색 창을 통해 원하는
키워드 검색 후 콘텐츠 시청

l

NR-E(Non-Recommendation-External) :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며, 외부 링크를 통해(외부 접근
경로) 콘텐츠 시청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유튜브(YouTube)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연구 실험에 참가한 참여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 기능을 사용하는 20 대 중반~30 대 중반의

상단 내용에 대한 예시 이미지는<그림 1>과 같다.

대학원생 7 명(남:4 여:3)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2 연구 절차 및 설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일주일,
하루 단위의 유튜브 사용 빈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1 단계 설문조사에 참여한
7 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유튜브 사용 동기와 패턴 파악을 위해
48 시간 동안의 유튜브 사용 내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록할 사항에는 ‘각 콘텐츠 별
이용 동기(예: 휴식/재미, 정보검색, 자기표현, 음악
감상 등)’, ‘각 콘텐츠 접근 경로’ , ‘시청한 콘텐츠
카테고리’ 가 포함되어 있다. ‘시청한 콘텐츠
카테고리’의 경우, 유튜브에서 설정한 14 가지(게임,
과학*기술, 교육, 노하우*스타일, 뉴스*정치, 동물,
비영리*사회운동,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여행*이벤트,
영화*애니메이션, 음악, 인물*블로그, 자동차, 코미디) 중
참여자가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콘텐츠 접근
경로’는 6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로 4 가지와 사용하지 않는 경로 2 가지로
나뉜다. 추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로 4 가지는 다시
콘텐츠 ‘시청 이전’과 ‘시청 중 혹은 이후’로
나뉘어진다. 각 콘텐츠 접근 경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 1. 유튜브(YouTube) 콘텐츠 접근 경로

특징을 갖는다.
l

RH(Recommendation-Home) : 홈 화면에서 추천
영상을 선택(사용자의 이전 검색 및 시청 기록 기반
인공지능 추천)

l

RS(Recommendation-Subscribe) : 사용자가 구독한
채널 혹은 특정 콘텐츠를 지정한 경우, 구독한 콘텐츠들
중 영상 선택

6 가지 접근 경로를 콘텐츠 ‘선택’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및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
하였다. 6 가지 접근 경로는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에
대한 개입 정도가 높고, 추천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순서대로 ‘NR-E à NR à RS à RH à RT à
RC’로 배열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작성한 콘텐츠 시청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각 참여자 별 유튜브 콘텐츠 ‘첫 접근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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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콘텐츠 시청 이후 다음 콘텐츠를 시청한
시간 간격이(interval) 2 시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한
세션(session)이
종료됐다고 가정하고 다음 시청 경로를 첫 접근 경로로
보았다.

4. 연구 결과
7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수집된 시청 기록 데이터는
347 개이며, 통계 분석 과정에서는 345 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유튜브 주요 사용 목적
및 추천 시스템 활용도, 콘텐츠 이용 동기와 콘텐츠
접근 경로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콘텐츠 선택에 대한 사용자 개입 정도와 접근 경로

참여자 두 쌍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콘텐츠 이용
동기와 접근 경로의 상관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추후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천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4.1 휴식과 음악 감상 목적의 유튜브(YouTube)
사용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천 시스템 활용
참여자들이 작성한 히스토리 기록지 답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휴식’과 ‘음악감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표 2>와
<표 3>의 결과를 확인하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담긴
콘텐츠와 음악 콘텐츠의 시청 빈도가 높았으며 이용
동기 또한 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검색 보다는 휴식이나

파일럿 테스트 기록지는 연구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이용 히스토리를 확인한 후 일부 내용만을 작성했다.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시청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예: 콘텐츠 제목, 채널 정보 등)은 볼
수 없도록 설계, 진행하였다. 기입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각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유튜브
콘텐츠 구성과 추천 시스템에 대해 1:1 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음악감상을 위한 답변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시청한 유튜브 콘텐츠 카테고리-빈도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1 단계와 2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유튜브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A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빈도 분포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1 단계와 2 단계 평가 종료 후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함께

콘텐츠 카테고리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과학*기술, 교육

27

7.83

27

7.83

176

51.01

203

58.84

26

7.54

229

66.38

동물

7

2.03

236

68.41

음악

109

31.59

345

100.00

스포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코미디, 여행,
이벤트, 영화,
애니메이션, 자동차

인물*블로그,
노하우*스타일

진행하였다.

표 3. 유튜브 콘텐츠 이용 동기-빈도

참여자들 중 사용 빈도가 비슷하지만 콘텐츠 이용
동기와 접근 경로에 대한 사용 패턴이 다른 두 명을 한
쌍으로 보고, 두 쌍(2*2=4 명)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과정에서 시청한 콘텐츠 카테고리에 대한
응답 수가 2 개(참여자 2 명 각 1 개) 뿐이었던
‘뉴스*정치, 비영리*사회운동’ 히스토리 기록은 삭제
후 진행하였다(총 히스토리 수: 345). 하지만 개개인의
유튜브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히스토리를 삭제 하지 않고 분석을 하였다(총
히스토리 수:347).

이용 동기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휴식/재미

139

40.29

139

40.29

정보검색

63

18.26

202

58.55

음악감상

143

41.45

345

100.00

사용자들의 각 콘텐츠 접근 경로 빈도수를 확인하였을
때, 표<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접근
경로들과 비교하여 ‘RH’와 ‘RC’ 경로를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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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어, 추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결과를 통해 ‘휴식/재미’를 위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전 시청 기록(예: 많이 시청한
카테고리 및 테마, 주요 키워드 등)을 바탕으로 추천된
콘텐츠 영상들을 홈 화면에서 많이 선택하며, 콘텐츠를
시청한 이후에도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청 활동을

표 4. 유튜브 콘텐츠 접근 경로-빈도
접근 경로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RH

125

36.23

125

36.23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S

34

9.86

159

46.09

RC

119

34.49

278

80.58

RT

30

8.70

308

89.28

NR

27

7.83

335

97.10

‘정보검색’ 목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경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R-E

10

2.90

345

100.00

‘음악감상’이 이용 동기인 경우, 콘텐츠 시청 이후
특별한 사용자의 선택 과정 없이 추천 시스템이 지정해
놓은 ‘다음 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경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미리 사용자가 본인의 취향을
반영해 놓은(예: 구독) 접근 경로가 그 다음 순위로
높은 비율로 보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휴식/재미’,
‘정보검색’ 목적과는 다른 형태의 이용 패턴이라 할 수

4.2 콘텐츠 이용 동기와 접근 경로간의 상관 관계
각 콘텐츠 이용 동기와 접근 경로 간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표 5>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세 가지 이용 동기(휴식/재미,
정보검색, 음악감상)별 콘텐츠 접근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식/재미’를 위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 RH 경로(71.20%) 채택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T 경로(46.67%)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보검색’을 위해 콘텐츠를 시청한
경우, NR 경로(77.78%)가 가장 높았으며, NRE 경로(50.00%)가 다음 순서로 확인되었다. ‘음악감상’
목적으로 콘텐츠를 본 경우, RC 경로(82.3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
순서는

있다. ‘음악감상’의 추천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미리 설정한 이후에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며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했다. 일반적인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러나 접근 경로에 대해 순서를 부여하였음으로
순서형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 보는 것이

RS 경로(61.76%)였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콘텐츠 이용동기와 접근 경로 상관 관계

그림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3 콘텐츠 이용 동기와 첫 접근 경로의 상관 관계
콘텐츠 시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세션(session)
이후 2 시간 이상 간격(interval)이 생긴 경우, 그 다음
경로를 첫 접근 경로로 보고 각 참여자들의 시청
기록을 분석하였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 별로 다른 첫 경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참여자의 콘텐츠 이용동기와 사용 패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 빈도가 유사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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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C 는 주로 음악감상을 위해 유튜브를
사용했으며(80%), ‘RC’경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이용동기와 접근 경로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쌍의
참여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RS’ 경로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첫
경로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NR’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첫 경로는
‘RS’경로를 채택하고 있었다. ‘RS’ 경로 이후에는 ‘RC’
경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패턴을 보였다.

표 6. 유튜브 콘텐츠 첫 접근 경로

참여자 G 는 주로 휴식/재미를 위해 유튜브를
사용했으며(66%), ‘RH’경로를 많이 사용하고(90%)
있다. 참여자 G 의 첫 접근 경로는 총 3 개로 모두
‘RH’경로 였다. 참여자 7 명 중 가장 추천 시스템
활용도가 높으며, 경로 한 가지(‘RH’)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3>은 참여자 A 와 B 의 유튜브 콘텐츠 사용
패턴을 비교한 내용이다(참여자 A, B) . 참여자 A 는
휴식과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74%) 주로 유튜브를
사용했으며, ‘RH’경로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35%),
그 다음으로 ‘RT’ 경로가 높은 비율(29%)을 차지했다.
참여자 B 는 대부분 음악감상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했으며, ‘RC’ 경로가 가장 높은 비율(52%)로
나타났다.
참여자 A 의 첫 접근 경로는 정보검색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추천 시스템을 통해 첫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다.
참여자 B 는 첫 경로에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가장 많은 콘텐츠를 이용한 세션(session)에서는
지속적으로 ‘RC’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참여자 C 와 G 의 유튜브 사용 패턴

4.4 이용 동기 별 추천 시스템 활용 방법

그림 3 참여자 A 와 B 의 유튜브 사용 패턴

유튜브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 및 이후

먼저 한 쌍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후,
참여자 7 명 중 가장 많은 수의 콘텐츠를 시청한 두
명(참여자 C, G)의 사용 패턴을 추가로 분석했다.
<그림 4>에 나온 유튜브 사용 패턴 정보를 보며, 이용
동기와 콘텐츠 접근 경로의 상관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청 활동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RH’경로를 꾸준하게
사용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콘텐츠 시청
빈도가 높았던 참여자 G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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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나서 관련 영상에 보고 싶은 것이 없는
경우 홈 화면에서 재미 있는 영상이 나올 때 까지
새로고침을 합니다. 보통 홈 화면에서 보고 싶은
영상들을 '새로운 탭에서 열기'로 열어 다 보고 홈
화면 탭으로 돌아가 새로고침을 하고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을 새탭 열기로 보기를 반복합니다.”

한 달 간의 기록, 오늘의 기록, 1 년 이내 기록 등) 등이
추가 된다면, 사용자의 유튜브 이용 목적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2 한계점과 후속 연구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2030 대의 7 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가 적었음으로 대표 표본 수가
부족하였다. 또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유튜브 사용 패턴과 추천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후속

참여자 G 의 경우 홈 화면을 다시 되돌아가서 추천
영상을 선택하는 행동 패턴을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새로고침’을 하며 직접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고
시스템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탭을 이용하는 방법, 새로고침을 하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추천 시스템 활용 방법을 설정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추천시스템을 활용하는 연속적 행동
패턴과 시청한 콘텐츠에서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는
행동 양식 등을 분석한 후 추천 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휴식/재미’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아닌
‘정보검색’을 하는 경우, 추천 시스템이 지식 습득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지 질문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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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활용을 위한 공공형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4 차

‘방송·영상아카이브’는 다양한 연령, 직업, 계층의
이용자들이 교육·연구·창작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영상아카이브가 현재

산업혁명시대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이 글에 담았다.
이용자조사를 통해 영상콘텐츠 소비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용자 프로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에는
수집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아카이브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방송·영상아카이브

2. 영상콘텐츠 소비 환경 및 서비스의 변화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모바일 환경 확산으로
동영상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Z 세대’는
1990

년대에서

2000

년대

출생한

세대로,

이들은 2005 년 출범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로 부르기도 한다. Z 세대는 TV 나 PC 보다는
스마트폰을,

글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한다(한국경제, 2018.10.04.). 또한,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상을 기록하는
도구로도 활용한다. 많은 유튜버들이 기존의 블로그
대신 Vlog(Video+blog)라는 동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한 콘텐츠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당장

주제어
동영상아카이브,

영상클립,

유튜브,

인공지능(AI),

VAD(Video As Data), Timed Data

1. 서 론
있다.

‘유튜버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한국에서만 약 1,000 만 건에 가까운 콘텐츠가 검색될
정도로 많다(한국기자 협회보, 2019.04.01.). 한편,
유튜브 이용자들의 70%이상은 동영상을 검색함으로써

글로벌 OTT 의 확산으로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한

방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본다. ‘유튜브’ 등과 같은 기존
OTT 와 차별되면서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구축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4 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이에

따라

공공

차원의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방송영상아카이브는 다양한 영상콘텐츠 창작자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 https://blog.hubspot.com/)
이에 따라, 동영상 소비 단위는 점점 더 짧은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하나의

영상길이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 대가 생각하는 적정 동영상의 길이는

플랫폼에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하는 정책기구를

43.1 초로, 1 분도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미한다. 특히 ‘유튜브’ 등 기존 영상공유 플랫폼과는
달리, 방송영상아카이브는 방송영상콘텐츠를 우리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영상클립의 길이가
5~10 분 정도인 것에 비하면, 이용자들은 공급되는

시대 기억을 담는 문화유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육,

동영상의 7~14%만 활용하는 셈이다(KT 경영연구소,

연구, 창작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영상콘텐츠의 체계적 보존 및

대학내일 20 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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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콘텐츠 활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초로 하여,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오락
목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다. 동시에
현재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SNS 등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영상에서는 교육, 연구,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에 앞서 이용자 조사를
수행했다.. 오늘날 ‘유튜브’로 대변되는 영상아카이브

수준의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공유플랫폼에

표 1.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목적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이

‘방송·영상아카이브’가 신설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항목

여가및
오락

지난영상
다시보기

교육자료
수집

연구자원
수집

업무상
필요

이에

비율

56.0

17.4

9.8

9.8

7.1

따라,

잠재이용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 검색
방법과 목적은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한다.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플랫폼

3.1 조사 개요
‘방송·영상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해
잠재적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카이브가
신설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 년 1 월 30 일부터 2 월
7 일까지 9 일간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항목은 방송·영상아카이브의
필요성, 기존 아카이브 인지도, 아카이브의 활용 목적,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 채널, 방법, 활용하고자 하는
주된 콘텐츠 형태,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다양한 이용자 그룹 중 일차적으로
일반국민,

교육·연구자

등

공공이용자

184

평소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하는 방법은 유튜브가
가장 많았으며, 절반 이상(53.3%)의 응답자들이
유튜브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1.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6%는 ‘넷플릭스’ 등 최근 도입되고 있는
OTT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플랫폼을 통해서도
콘텐츠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페이스북 등 SNS,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 각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는 응답자들은 적은 편이었다.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유튜브’ 등 영상아카이브에 대한
경험을 전제로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1 년
이내에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16~69 세의 청소년 및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상아카이브는
교육이나 연구, 창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기관,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은
미디어업계,
교육기관,
문화/예술업계
종사자에
또한

‘유튜브’나

포털을

통한

영상

검색경험이 10 대와 20 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등의
학생
군도
그림 1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플랫폼 (단위:%)

조사대상자로 포함했다.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방법

3.2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온라인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할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목적
방송·영상콘텐츠를 검색하는 목적은 여가 및 오락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지난 콘텐츠를 다시보기(VOD 서비스 등) 하기 위해
검색한다는 답변이 17.4%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이나
연구, 업무상 필요해서 검색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때에는 주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의 ‘단순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호하는 검색플랫폼에서
자유롭게 ‘브라우징’하면서 검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고, 특정 날짜, 인물명, 프로그램명 등을
입력하는 상세검색 방식의 콘텐츠 검색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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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송·영상콘텐츠 검색 방법(중복응답)

28.0% 였다. 응답자의 직업적 특성상 공공아카이브

항목

단순
키워드검색

메뉴
브라우징

상세검색

특별한 검색
없이 추천
서비스이용

비율

81.5

51.1

38.6

28.8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높은 활용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응답자들의 콘텐츠 소비행태, 검색습관, 검색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방송·영상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62.5%의 응답자들이 공공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공공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방송·영상을 공공의 자산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고, 수집된 자원을 연구·교육·창작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응답자들도 36.5%였다.
그림 2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활용방식(단위: %)

표 3.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

항목

비율

공공자산/
문화유산
보존

연구/교육/
창작 등
공익적활
용

나중에
다시보기
위해

41.7

36.5

12.2

포털,
유튜브
등과 차별화된
부가정보 수집

9.6

공공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66.3%의 응답자들이 이용할
의향(매우 그렇다 24.5%, 약간 그렇다 41.8%)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40 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직업별로는 대학(원)생과 영상/문화예술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응답자가 ‘유튜브’ 이용 방식과 같이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31.5%)과
업로드된
콘텐츠를
다운로드(29.3%) 하고 싶다는 답변이 비슷한 비율로
영상언어에 가장 익숙한 고교생

응답자들은 콘텐츠를 전량 다운로드해서 활용하고
싶다고 답변한 비율이 43.3%로 높았다. 영상을
시청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하여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한

방송·영상아카이브 방향
4 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의 생산과 소비에서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방송·영상아카이브 이용의사와 활용방식

가장 많이 나왔다.

 4차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방송·영상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적 콘텐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 비전 수립에
앞서, 잠재 이용자들은 콘텐츠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방송·영상아카이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테마, 장르,
출연자, 장소 등에 따라 콘텐츠가 손쉽게 검색되는
인공지능(AI)
활용
맞춤
서비스’(3.89)나
‘방송·영상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연구·교육 목적이나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기능’(3.88)에 대해
동의하는 답변이 매우 높은 편이며, 이외에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이나 1 인 창작자에게
아카이브를 개방해 새로운 비즈니스나 창작활동을
지원’(3.64)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다.

모바일이나 태블릿, 온라인 공유 등 적절한 공간에서
공유하는 행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응답자들의

표 3 4 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 방송·영상아카이브

특징이

항목

AI 활용
맞춤형
서비스

영상/
메타데이터
AI 연구에 활용

스타트업/
1 인기업
창작지원

비율

3.89

3.88

3.64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상

제작/편집 미디어분야 종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등
전문직 응답자들은 콘텐츠를 전량 다운로드 하길
원한다고 답변이 36.0%, 개인적 목적과 용도에 맞게

방향(단위: %, 평균값)

재편집하여 SNS 에서 공유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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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도출

4.1 ‘Timed Data’로서의 동영상

이 조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동영상 통합 검색기능 필요
원하는 영상을 찾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 및 플랫폼을
찾아다니며
검색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원하는 주제, 테마,
키워드별 검색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향후 구축될 방송·영상아카이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통합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동영상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디오’나 ‘콘텐츠’의 개념보다는 ‘Timed Data’의
개념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한다. 동영상은 이제는
스토리 전달을 목적으로 공급자가 전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라는 속성을 넘어서,
이용자들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목적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접근해야 한다. 동영상이 다른 데이터들과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범위를
특정하는 값과 동영상의 위치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방식 모두 지원이 필요.

구성되는 데이터이기에 이를 특징화하여 Timed
Data 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Timed Data 의

다운로드의 경우 부분 발췌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구조는 데이터 구간의 시작 시간값, 종료 시간값,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영상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이용자들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방식 모두

그리고 해당 동영상의 인터넷상 위치 정보인 URI 등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해당 데이터의 스토리 등에 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스트리밍으로

이용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경우, 현재 ‘유튜브’
서비스 방식과 같은 스트리밍 형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이나 창작 등 2 차
활용이 필요한 영상제작자나
교육자들의 경우 일부 혹은

미디어 종사자,
전체 다운로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들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바일이나 태블릿, 온라인 공유 등 이용자 공유행위가
지원되어야 한다.

4. 동영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

4.2 VAD(Video As Data) 서비스
한편, 동영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VAD 는
동영상의 내용과 의미 맥락을 고려하여 필요 정보, 지식
등 최소 장면 단위로 구별하여 분류하고(자동, 수동),
검색 및 데이터 매시업(Mash-up, 조합) 등의 처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VAD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영상
소스(Source)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든지 해당 소스를
물리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처리하지 않고 Timed
Data 로 파악하여 파일 ID 와 필요 영상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소스로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이용자 의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4 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도입을 통한 고도화된 개인 맞춤화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장면, 장소, 인물, 주제, 테마, 객체
검색 등 새로운 서비스 기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영상아카이브 시스템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최근 비디오 및 컴퓨터 비전 등의 관련 기술 발전
추세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과 기술들을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안 수립의 기준으로
삼았다.

정보 값을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제공자로부터 라이브 스트림으로 받아 처리(재생)
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재생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대한 시간 값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 VAD
서비스란 동영상을 콘텐츠가 아닌 Timed Data 로
파악할 때 비로소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

요소는

메타데이터

생산

자동화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스트림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 등이다. VAD 서비스를 위한 기술 요소로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타데이터 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전송 배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요소 2 가지로 크게 구별된다. 이 때
메타데이터 생산은 인공지능과 사람에 의한 생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VAD 서비스를 통한 향후
동영상 서비스는 특정 장면 속에서 사물이나 상징, 로고
등의 각종 기호들을 임의로 찾아 볼 수 있는 등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영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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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기반
아카이브 설계

4.3 Timed Data 개념에 기반을 둔 메타데이터 생산
효율적인

방송·영상아카이브

서비스를

위해서는,

Timed Data 개념에 기반을 둔 메타데이터 생산이
필수적이다.
현재
각
방송사에서
생산하는
메타데이터는 영상자료실 직원들의 수동적 콘텐츠
해석 및 분석을 거쳐 기술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고려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중심에 두고 영상데이터
흐름(Video Data Stream)을 실시간 처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VAD 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다목적

맞춤

동영상

5.1 개인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 체계를 위한
기본원칙
본 연구에서는 방송·영상아카이브 서비스 설계에 앞서,
아카이브 구축 이후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 체계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되도록 짧은 동영상 단위의 서비스

메타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물론 인공지능 중심

앞으로의 방송·영상아카이브 플랫폼은 밀레니얼세대의

데이터 처리 시대에도, 메타데이터 생산은 기계와
인간에 의한 작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음을 항상 염두에

콘텐츠 소비 특성에 맞는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다.

두어야 한다.

1975 년부터 2000 년대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는 대체로 영상콘텐츠 소비 단위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른바 ‘스낵컬처’라는 표현을 쓸

표 4 인공지능 기반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들

구분

메타데이터 항목

비고

물리적
요소

해상도, 색상(컬러/흑백, Color/BW),
디지털/아날로그(Digital/Analog),

AI

정도로, 20∼40 대 이용자들의 평균 영상소비 길이는
43 초 정도로 매우 짧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지식
객체 단위로 구성하고, 1 분 이상의 원본영상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화면비율(Frame Ratio)

세분화하여

발췌클립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AI

요소

포맷
및
코덱,차원(2D,3D,4D),
특수효과, 촬영장비, 녹음장비, AR/VR

제작요소

장르, 이용자, 감독명, 배우명, 스텝명

AI

연출/

컷/숏 단위, 연출 여부, 편집, 앵글,

AI

모든 ICT 서비스가 자동화에 기반, 개인맞춤화 되고

편집요소

카메라워크 등

내용

AI

요소

소리,
음향효과,
음악,
사물/동물/사람, 행위, 장소,
텍스트, 이미지 등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별 자동화 맞춤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선행해야 할 정보·지식 맵과 연관

서비스요소

스트리밍, 다운로드, 실시간

AI

배포요소

배포 방법 및 단말기

AI

스토리전
개요소

스토리, 콘텐츠, 내러티브, 분위기, 플롯

사람

메시지

Topic, Ism

사람

Symbol,
denotation(외시),
connotation(공시), signifier, signified,
studium, punktum, Langue(사회적에크르튀르), Parol(개인적 화법 스타일)

사람

별칭(A.K.A), trivia, etc,

사람

기술적

고민하고자 한다.
 동영상에서 추출되는 정보·지식 맵 전제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적응적 지능화 맞춤 서비스로

대사,
감정,

지식맵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용자 라이브러리 기능 설계

요소
기호/상징
요소

기타요소

모든 이용자가 자신만의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은 물론 이를 상호 공유하는 동시에 서로의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 수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콘텐츠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한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콘텐츠 수집 기능 설계
기관 보유 콘텐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콘텐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튜브 및 유관기관 서비스들의
콘텐츠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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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 대상의 이용 목적에 최적화 된

요구 맥락을 의미론적으로 파악해서 적응적인 결과 및
연관 정보 다면 네비게이션 (Facet Navigation)을 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멘틱 처리 체계가
필요하다.

적응적 서비스 (adapted service) 제공을 목표로 한다.

5.3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
개인화

된

적응적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과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동영상도

필요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종
서비스간의 기반 기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메타데이터 생산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까지
데이터 생산 범위에 포함하게 되므로, 소셜 태깅을 통한

그림 3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서비스
개념도

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따라서 적응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개별 이용자
페르소나 파악과 정보 자료 요구 맥락 분석 및 자료

메타데이터를 여러 개 묶어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제공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통합(aggregation &

요구 영역별 특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을

mash-up) 체계와 메타데이터에 의해 실시간으로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 된 개별 검색 데이터 및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필요 데이터를 통합한 통합 데이터 세트

호출되는 이종 플랫폼에 존재하는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들을 단절 없이 이어서 처리하는 비디오데이터

결과 까지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심리스 프로세싱(video data stream seamless

제공 결과의 수준은 영상 프로그램 본 단위가 아닌
영상 내부의 씬 단위 레벨에까지 이르는 마이크로 영상

processing)서비스 엔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합(mash-up)된 데이터 스트림 내에 섞여있는 다중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소스로부터

즉, 연령, 직업, 사회 계층, 성별, 젠더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구분, 지리적 구분, 인류 민족사지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 이 데이터들의 저작권 등 지적
소유권(IP)를 관리하고 만약 이 데이터들이 유가일

(ethnography) 구분, 정보 접근에 대한 신체적 제약

경우 거래 및 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용 대상 층의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 별 요구에 대해 개별 맞춤화 된 결과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및 원본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도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각

데이터

스트림들의

제공 해 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요청 된 자료와 관련 있는 자료의 추천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체계가 상호 연동되어 유기적인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첫째 영상 내 씬 단위 정보
메타데이터 생산을 위한 메타데이터 생산 자동화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사용자 특성 파악을 위한
축적된 데이터 세트 확보와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레벨의 적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빅 데이터
처리 체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수집된 개별 사용자의

그림 4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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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메타데이터를

매개로

데이터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구성도를 설계했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에서는 콘텐츠 내용 메타데이터 생산 관련
기능과 이용자 개인행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능 요소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고 개인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정보
크리에이터

서비스로

활용함으로써,

핵심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사사의 글
그림 5 인공지능 기반 다목적 맞춤 동영상 아카이브 서비스
구성도

6. 결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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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제고를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을 전제로,
활용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및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방안을

이

연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하반기

위탁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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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오랜 시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필요로 한다[1]. 또한 해당 방법들이 도시
생활의 특정 측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도시의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이미지만을 발견하게 된다.

요약문
장소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정보만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장소성 연구는 지도를 분석하거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SNS 상에 축적된 이용자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장소성 관련 연구들이 SNS 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NS)의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SNS 이용자들은 실시간 위치정보와 함께
자신의 의견에서부터 일상의 소소한 행동들까지도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꾸준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있다. 이런 SNS 게시글들은
이용자들사이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자들이 방대한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여
인터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SNS 기반의
장소성 연구는 활발한 연구를 보여왔지만, 대부분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SNS 기반의
장소성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분석한 장소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인기 있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장소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스타그램은
포스트를 업로드 할 때 사진과 텍스트, 그리고
위치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도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파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장소적 특성파악하고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장소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장소성, 인스타그램, 데이터분석, 정보시각화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한다.

1. 서 론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인스타그램은 2018 년 6 월 기준 전세계 이용자수가
10 억명을 돌파하였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장소의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 즉
장소성(Placeness)을 이해하는 것은 공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장소성이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심상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성은 과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활동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해당
장소의 문화적 인식, 경제적 요인, 인구 변화, 지리적
요건 등 여러 성질들의 파악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도시 계획자나 연구원, 기자와 같은 외부인들이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포스팅이 가능하다는 다른 SNS 와 비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자의 SNS 기반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텍스트 뿐만이 아닌 SNS 에 업로드 된
이미지들을 장소성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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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치정보가 있는 인스타그램의 포스트의
경우 이것을 장소적인 특성, 혹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는
사람들이 맛집을 찾기 위해 방문하고, 또는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동일한 장소라고
하여도 다른 장소성을 띄게 된다. 따라서 장소적인
특성은 구체적으로, 과거로부터 해당 장소에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기록을
이용하여야지만 분석할 수 있다. SNS 를 인간 활동을
파악하기위해 활용한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소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여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시 개발을 위한 분석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소적인 특징을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제외)

2721

사교와 커뮤니케이션

2609

여행

1651

개인 관리

1114

휴식 및 레저

926

스포츠,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465

소비자 구매

456

업무 관련 활동

409

광고

339

사교적 이벤트 참여 및 개최

337

전문 및 개인 관리 서비스

291

2.2.1

Flask/MongoDB

데이터 시각화를 위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서버와 DB 구축을 위하여 Flask[3]와
MongoDB[4]를 이용하여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다.

2.1 데이터 수집

데이터 크롤링

2.2.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심 지역인
서울 지하철 2 호선의 주요 25 개 역 주변을 분석
장소로 설정하였다. 지하철 2 호선은 대표적인 도심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하철 2 호선의 주요 25 개 역
주변에서 발생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크롤링하여

Kakao 지도 API

사용자가
지도를
보고
장소성을
파악하고자하는 위치에 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장소를 입력하였을 때, 경도와 위도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도 API 활용이 필수적이었기때문에
해당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지리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Kakao 지도 API[5]를 이용하였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2.1.2

5013

2.2 시각화 개발 과정

2. 연구 방법

2.1.1

음식(사교 제외)

데이터 라벨링

2.2.3

27 명의 참가자가 3 명씩 총 9 그룹으로 묶여,
각 그룹당 동일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태깅하도록
했다. 평균적으로 1 인당 3000 개 정도를 태깅했으며,
그중 두 명 이상이 동일하게 표기한 카테고리를 해당

d3.js

시각화를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d3.js 라이브러리[6]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장소의 장소성을 pie chart 로 보여줄 수 있었다.

포스트의 카테고리로 지정하였다.
게시글에서 개개인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카테고리 분류는 American
카테고리[2]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3. 시각화 및 기능

어떤 행동을 하고
태깅을 진행하였다.
Time Use Survey
데이터셋의 결과는

3.1 특정 장소의 장소성 분석 기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각화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의 장소성
분석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표 1. 카테고리 별 데이터 수

카테고리

1. 제공되는 지도상의 장소를 마킹한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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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을지로 4 가역 장소성 분석 데이터

2. 장소성을 분석하고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한다
의 두가지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장소성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1 특정 장소의 장소성 분석

그림 3 과 그림 4 는 을지로 4 가 역의 장소성
분석 결과이다. 해당 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80%이상이 음식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사진이 냉면 사진임을
알 수 있다.
3.2 각 장소의 장소성 비교 기능

그림 5 홍대입구역 장소성 분석

사용자는 각기 다른 두 장소에 대해 장소성
비교가 가능하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비교하고자하는 두 지점을 마킹하여, 두
장소의 장소성 비교를 진행 할 수 있다.
그림 2 각 장소의 장소성 비교

그림 6 홍대입구역 장소성 분석 데이터

4. 분석 결과
4.1 특정 장소의 장소성 분석
그림 3 을지로 4 가역 장소성 분석

그림 5 와 그림 6 은 홍대입구역의 장소성 분석
결과이다. 해당 역 주변에서는 음식 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분석되었다.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다면,
홍대입구역은 을지로 4 가와는 다르게 여러 종류의
음식 사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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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 장소의 장소성 비교

그림 10 을지로 4 가역

그림 7.강남역

각 장소 별 장소성을 비교하게 된다면 각
장소가 가지는 사회적의미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강남역과 홍대입구역을
비교하였을 때, 음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홍대입구역이고, 사교와 커뮤니케이션/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강남역이다. 이는
강남역에서 만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지만, 홍대입구역에서는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유사하다.

그림 8.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과 을지로 4 가역의 비교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해당 역에 어떤 이유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건대입구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을지로 4 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 내린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9.건대입구역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2 호선의 주요
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해당 위치에 방문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사람을 인터뷰하지
않아도 실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 또한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태깅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소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머신러닝을
통하여 더 많은 인스타그램 데이터의 태깅 자동화가
가능해진다면 2 호선 주요역이라는 한정된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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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전체 장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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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기내 상황에서 사용자 경험 개선의 필요성
항공료 가격 인하와 다양한 해외 교류 콘텐츠들의
증가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회와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 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28,695,983 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2011 년부터 꾸준히 해외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5] 이에 따라 쾌적한 기내 개인
공간에 대한 여행객들의 기대가 강하지만,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난기류, 아이 울음소리 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비행 경험이 지속될 경우, 비행
공포증이 형성되어 비행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취약한 승객들은 ‘이코노미
증후군(Economy Class Syndrome)이라 불리는
심혈관혈전증(DVT)을 겪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요약문
최근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장기
비행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가
증가할수록 항공사들은 법적으로 제한된 최소한의
좌석 간 거리만 유지한 채, 좌석 간 거리를 줄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기내의 사용자 경험은 부정적이고,
낮은 습도, 산소 밀도 등의 기내의 고유한 환경적
특성이 더해져 사용자의 불편함을 증폭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기내 상황에서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BCI 기술 기반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과
기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0~32 세의 남녀 12 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인과
관계 및 시간에 따른 탑승객의 기내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BCI 기술을 접목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내 상황에서
BCI 기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상향식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비슷한 맥락의
환경에 확장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다.

Bor,Robert(2017)는 현재 비행 공간은 기내
승객들의 건강보다는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며[13], 현재 일부 저가
항공사는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좌석 간
거리를 법정 최소 거리에 근접하게 고수하는 등 비행
경험 증진을 위한 움직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8] 사용자들에게 비행 동안에 편안하고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것은 항공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행
상황에서의 조종사나 승무원의 심리적 문제 및
안전에 대한 연구만 진행될 뿐, 승객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주제어
기내 서비스, 항공 심리학, EEG, MUSE, 여행자 경험
BCI(Brain-Computer Interface)

1.2 수동적 BCI 와 EEG 기기의 활용 가능성
BCI(Brain Computer Interface)는 뇌와 외부 장치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통로로, 뇌파 측정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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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기회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기내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BCI 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BCI 가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항공
분야와 사용자의 인지 및 감성 정보를 기반으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크다.[14] 이는 비행 내내 사용자가 안전에
대한 우려하고 있으며,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전방
모니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즐긴다는 점에서 기내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기존 연구 중 우주
공간에서 BCI 를 적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인 항공 비행 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Q1. 기내 상황에서 승객의 사용자 경험 양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까?
RQ2. 기내 상황에서 EEG 기기를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
RQ3. 기내 상황에서 수동적 BCI 및 EEG 기기를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통해 뇌파 신호를 수집 및 해석하여, 사용자의 상태나
의도를 파악한다.[11]

그림 1 BCI 모델의 3 요소([4]에서 발췌)

• BCI의 명령 패러다임
BCI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능동적(Active BCI), 반응적(Reactive BCI), 수동적
BCI(Passive BCI)로 나눌 수 있다.[9] 능동적
BCI(Active BCI)와 반응적 BCI(Reactive BCI)는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수동적 BCI(Passive BCI)는
사용자가 집중하거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뇌파 정보를 수집하여, 정신상태, 감정, 주의 등의
인지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 EEG 기기의 상용화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 중 EEG는 헬멧이나
헤드셋 형태와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간편하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고, 비용이 낮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뮤즈, 옴니핏, 뉴로스카이 등과 같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EEG 기기들이
상용화되어, 명상, 주의집중 및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본문
본 연구는 기내에서 사용자가 겪는 불편함과 BCI
기술 및 EEG 기기에 대한 기존 인식 및 기내에서의
적용 기대 등을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 관점에서 탐구하여 기존의 BCI 기술이
가진 기술 지향(Technology push)의 관점이 아닌,
사용자 요구 지향(Demand pull)의 관점에서 BCI 를
바라보고, 두 관점 간의 균형을 맞추어 실제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기술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3] 이를
위해 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1.3 HCI 관점에서 기내의 BCI 기회 요소 발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와 BCI(Brain
Computer Interaction)분야는 여러 채널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2.1 참가자
참가자는 1 년 이내에 장기 비행 경험이 있는
20 세~32 세의 성인 12 명(남성 5 명, 여성 7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Bourgeois-Bougrine,
S(2003)의 비행 분류 기준에 따라 ‘6 시간 이상’을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9] 특히, Van Erp
et al.(2012)는 비의료 영역에서 BCI 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장기비행으로 정의하였다.[7] 2 명의 참가자(P8,
P11)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하였으며, 평균 비행 시간은 11.3 시간이었다.

방법을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EEG 기기들은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EEG 기술을 가볍게
만드는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다. 이는 제품의
외형으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뇌파 측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접근(Bottom-up)으로 사용자들의 BCI

참가자는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참가자 요약

번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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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연령
25

비행
시간

비행
목적

11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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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여
남
여
남
남
여
여
여
남
여
여

26
23
21
23
25
25
32
25
25
20
25

10
9
12
12
9
10
21
10
14
11
6

겪는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BCI 서비스가
적용될 기회 영역을 도출하였다.

여행
여행
여행
여행
여행
여행
학회
여행
여행
선교
여행

3. 결과
3.1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분석
전체 인터뷰 내용에 대해 3 명의 연구자가 함께
개방
코딩에
참여하여,
수집된
스크립트를
분석하였으며, 총 75 개의 상황과 18 개의 하위 범주,
총 6 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림 3 과 같이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6 개의 범주에 대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였다. 비행 상황은 공간이 협소하고, 타인에
대한 시선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적 특성이 있어,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난기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흔들림이 발생하면 불안감이 극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은 과거의 부정적인
비행 경험, 개인의 신체적 특성, 좌석 위치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기존에 뇌파 측정 기기에 대해 갖는 인식
및 디자인적 요소가 BCI 활용에 대한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실험실 상황에서 EEG 기기를
착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 EEG 기기 자체를
‘끔찍하다, 지루하다'(P6, P8)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디자인적 측면에서 친숙한 모양의 기기일수록 가장
실용적이라고 느끼지만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복잡한 모양의 기기일수록 가장 신뢰도는
높지만 선호하지 않는다.
작용 및 상호작용 조건으로 EEG 기기를 직접
착용했을 때, 무언가가 머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질감을 느끼지만, 전기 자극 자체에 대한 불편함은
호소하지 않는다. 최소 1 시간에서 최대 4 시간 동안
착용이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기내에서의 BCI 서비스 활용에 대해

2.2 인터뷰
인터뷰는 약 40 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크게
기내에서의 경험과 EEG 기기에 대한 경험으로
나누어 반구조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비행기
탑승 후, 기내에서의 전반적인 경험 및 시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의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그림 2 에 제시된 EEG
기기의 이미지를 제공한 뒤, 각 EEG 기기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성, 친숙성 정도의 서열을 나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직접 EEG 기기 중
하나인 ‘Muse’를 착용한 뒤,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기내 상황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과 연결 지어
EEG 기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뇌파 분석을 통해, 몸의
통증을 줄여주거나, 답답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보인다. 이를 위해
뇌파를 기반으로 기내 환경을 조절해주거나,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원한다.

그림 2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EEG 기기 이미지

2.3 분석 방법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뷰 내용에 분석을 하였다.[6] 먼저 연구자가
녹취된 인터뷰 파일을 전사하여 전체 내용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였고,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축
코딩(Axial Coding)과 시간 축에 따른 과정
코딩(Process coding)을 차례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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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여 알파파(8~12Hz)에서
세타파(4~7Hz)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비행 후기에는 신체적 불편함이 극대화된
시기이며, 착륙 직전까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콘텐츠 소비, 수면을 위한 노력이 모두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높은 베타파(21~30Hz)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착륙 직전까지의 불편함을 환기 하고,
착륙 시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외에 기내식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이동 시에는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난기류 상황에서는 사용자들의
불안함이 극대화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림 3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기내 BCI 활용 가능성 분석

3.2 시간에 따른 분석
시간에 따른 사용자들의 기내 경험을 분석하여,
상황별로 제공할 수 있는 수동적 BCI 의 기회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림 4 와 같이 비행 초기(0~3 시간),
비행 중기(3~6 시간), 비행 후기(6 시간 이후)로 비행
경험을 나누어 시기별로 사용자 행동, 심리적, 신체적
불편함의 정도를 분류하였으며, 장기 비행 시,
일반적으로 기내식 2 번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다. 조승주&윤형섭(2011)의
뇌파의 주파수 분류 및 의식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상태별 뇌파 상태를 추정하였고, 이에 맞춰 수동적
BCI 서비스의 기회 요소를 발굴하였다.[1]
비행 초기에는 이륙 전에 비행을 준비하고, 이륙
후에는 영화, 음악 감상, 게임 등 본인이 직접
준비하거나 기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불편함이 크지 않고, 심리적
불편함은 이륙 시에 일시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따라서 주로 중간 베타파(16~20Hz)를 보이지만,
이륙 시에만 높은 베타파(21~30Hz)를 보여 이를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비행 중기에는 잠에 들기 위해 ASMR 청취, 술을
마시거나 안대, 목베개 등을 착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는 비행 중 잠에 들려고
해도, 자세가 불편해서 잠이 들지 못하거나 깨는
경우가 많다.(P6,P7,P10) 따라서 이 시기에 긴장을

요소도 필요하다.
3.3 기내 상황에서 BCI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긴장 완화 및 주의
환기를 위한 BCI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사용자들의
뇌파 정보와 기내에 제공되는 스크린, 오디오 등의
시청각적 인터페이스 및 조명, 의자 등의 기내 환경
요소를 접목해 총체적으로 비행 경험을 증진하고자
한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긴장 완화를 위한 정적 콘텐츠 제공 및 조명 조절
사람들은 기내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지만, 사전 준비와 인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불편함이 증폭된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식은 탑승객의 불편함을 억누르거나
참는 행위로 이어진다. BCI 서비스는 뇌파 측정을
통해 탑승객의 상태를 인지하고, 전방 화면과
청각적 자극을 활용하여 명상 등의 정적 컨텐츠를
제공하여, 휴식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개인
조명의 밝기 및 의자 기울기를 조절하여, 수면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 주의 환기를 위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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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에 따른 기내 경험 파악 및 BCI 기회 요소 도출

승객들의 뇌파 측정 정보를 기반으로 긴장 완화 및
주의 환기를 위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참가자의 나이 및 비행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특정 뇌파 측정 기기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
지향적 접근이 아닌 사용자 요구 지향적인 관점에서
BCI 를 접근하여, 사용자의 BCI 기술 수용도를 높일
기회 요소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발굴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제 BCI
서비스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기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내 상황과
유사하게 환경을 갖는 자율 주행,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상황에 확장 시켜 BCI 기술을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내 상황에서 승객들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한계로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이에 BCI 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뇌파를 분석하여 지루함을
파악한 후,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시해줄 수 있다.
사용자는 EEG 기기를 착용한 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택한다. BCI 는 단순 게임 콘텐츠 제시를
넘어 사용자의 뇌파에 따라 콘텐츠의 속도, 크기 등
자극의 속성을 다변화하여 게임 내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 상황 맥락 인식에 기반을 둔 사용자 상태 파악
수동적 BCI 가 상황 맥락 인식과 결합 될 경우,
더욱 정교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따라서,
비행 중 본인의 건강 및 심리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본인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직접적인 뇌파 자극을 제시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뇌파 상태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피드백은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파악하고,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뇌파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내 전체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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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전자기기를 통해 받은 뇌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의료 분야에서만 뇌파가 사용되던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으나 현재는 많은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며 일상의 삶에도 스며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MindCar Mobile 은 기존에 PC 버전으로
개발이 되어있던 MindCar2.0 을 모바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MindCar Mobile 의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소개한다.

주제어
BCI, 어플리케이션, 뇌파, 게임

1.

서론

1.1

기존 개발 현황

선행
개발된
게임들은
MindCar1.0[1]과
MindCar2.0[2]이
존재한다.
초기
버전인
MindCar1.0 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MindCar2.0 이 개발이 되었다. 두 버전 모두
Github 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다목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게임이다[3],[4].
MindCar1.0 의 한계점으로는 제한된 뇌파 측정
장비와 단조로운 UI 가 있다. 뇌파 측정 장비로는
Emotiv 사의 EPOC 이 사용되었는데,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사용법 때문에 게임 상용화를 위한
장비로는 부적합하다. UI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검정
배경색에 고정된 방향으로만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2D 게임의 단조로운 구성을 지니고 있기에
뉴로피드백 및 하이퍼 스캐닝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MindCar2.0 이
제공이 되었고 초기 버전의 단점들이 상당수 보완이
되었다. 뇌전도 장비는 NeuroSky 사의 MindWave
Mobile2[5], Biosemi 사의 ActiveTwo 등에서
테스트 되었다. 게임 UI 또한 새로운 맵과 방향 조작
방법에 따른 모드가 추가되어서 많은 향상이 되었다.

새로운 맵은 제주도 올레길을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고 3D 배경에 의해 속도감을 통한 시각 피드백
효과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방향 조작은 자동
방향 조절과 핸들 방향 조절까지 두가지 조작 모드가
추가됨으로써 사용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선택지와 더
다양한 뉴로 피드백 실험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1.2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

여러 버전의 개발 과정들을 거쳐가며 MindCar
게임은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MindCar2.0 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상용화에 따라 사용자들은
PC 형태의 컴퓨터 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접근성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게임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편리함과 높은 접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MindCar 의 모바일 버전
개발의 필요성이 주목되어진다. 그림 1 은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보여준다.
PC 버전으로 존재했던 MindCa 를 모바일 버전으로
구현한 후 뇌파를 통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지는 과정으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1. 기존의 PC 버전의 MindCar 와 모바일 버전의
MindCar 에 대한 개요

2.

본론

2.1

개발 환경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닌
사용자가 비교적 더 많은 Android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
환경을
선택하였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는 Android
Studio 를 이용한 개발 환경이 흔히 쓰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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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환경에서 현재까지의 MindCar 버전들이
구현이 되어왔기에 모바일 버전 또한 Unity 환경에서
구현을 하게 되었다. Unity 환경에서의 단점은
기존의 Android 자원들을 대부분의 Android
Studio 에서는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Unity 에서는 기존의 자원들 사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ndroid 와 Unity 를
연결해주는 Plugin 을 사용해 어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Plugin 에 기반한 안드로이드 자원의
Unity 로의 전달 구조는 그림 2 에서 볼 수 있다. 본
개발에서
사용된
Android
Plugin
은
NeuroSky 사에서 제공하는 Plugin 으로써, 뇌파 인식
기기를 통해 뇌파가 인식되면 Raw 값, 델타 값, 알파
값, 베타 값, 감마 값 등의 정보들이 Unity 로
넘어오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게임 개발 툴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게 될 운영체제의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ac OS 와 Windows OS 에서의
플러그인 빌드 시의 결과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운영체제들 중 Windows OS 에서의 빌드시
오류가 덜 발생하고 수정이 더 수월하다는 이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2.3

게임개발

게임을 구현하는 데에는 기존의 PC 버전인 MindCar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빌드하는 과정과 Plugin 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3 은 이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기존의
MindCar 게임의 개발과 ThinkGear Plugin 의 개발이
진행된 환경은 Unity 로 동일하나, 서로 다른 버전의
Unity 버전에서 구현이 되어있다. 다른 버전의
구현으로 인한 C#의 문법과 Asset 을 지원해주는
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Unity 버전에서 개발을 진행한다.

그림 3. MindCar 와 ThinkGear Plugin 을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다이어그램
2.2

장비 및 플러그인

뇌파 인식 및 분석 기기로는 Neurosky 사의
Mindwave Mobile2 가 이용된다. 해당 기기는
512Hz 를 가지고 있으므로 1 초당 약 512 개의 Raw
뇌파 데이터를 받게 된다. 뇌파에서의 베타 값은
집중도를 측정하는 척도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뇌파 장비와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을
위해서
기존에는
OpenViBE 를 사용하여 뇌파 측정 및 신호 전송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본
모바일
장비에서는
OpenViBe 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Neurosky 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된
Plugin
인
“NeuroSkyUnityThinkGearPlugins”을
사용한다[6]. (이하 ThinkGear Plugin).

그림 2. 안드로이드와 유니티를 연결하는 Android
Plugin 의 시스템 디자인

3.

개발 결과

그림 4(1)은 자동차 게임을 모바일 장비에서 실행한
장면이며 그림 4(2)는 실행 중인 게임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시간 뇌파 값을 반영하기 전에
디폴트 값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본 게임에서는 방향 등에 대한 조절 없이 직선
주행만을 하며 속도의 변화는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 MindCar1.0 을 모바일 버전으로 구현 후
실행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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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방향

오늘날 BCI 연구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의 더 다양하고 편리한
플랫폼의 BCI 기반 게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PC 버전의 MindCar 게임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사용자
뇌파의 반영을 통해 자동차의 속도가 조절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MindCar2.0 의 세련된 UI 를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MindCar 게임 실행을 위해
PC 를 사용하던 이전 상황과는 달리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에 어플을 다운 받는 것 만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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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의 역설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에 있어 세렌디피티 고려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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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세렌디피티를

사용자의

인지적인

고려한

사용자

경험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선행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사용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예상치 못한 정보의 나열이나 단서 제공을

1. 서론

통해 사용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량이

또한 세렌디피티는 사용자가 접하지 않은 새로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정보들 사이에서

정보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거의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인지하고 있던 정보라 할지라도, 그 표현 방법에

제공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변화를

맞게

이런 상황에 기반하여 추천 시스템의 중요성은 점차

제공해준다면 유사한 수준의 세렌디피티가 발현할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방법론에 의한 추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준다거나

사용자의

특정

맥락에

상황적인 외부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거나
자극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실재하는 정보로 치환할 수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는 추천된
정보가 각 사용자의 개인화 정도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 정확도(accuracy)를 높이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1, 2], 또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프로필을 얼마나 잘

주제어
추천 시스템, 세렌디피티, 다양성, 정보 탐색

고려하여 제안하는 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3].
그러나,
시스템은

이러한
기존의

사용자
사용자

프로필에
관심사를

의거한

추천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만을 고려함으로써 그 척도가 편향되어
* 교신 저자

있고, 또 사용자의 정보 소비 측면에서 그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4]. 즉, 처음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과 유사한 정보만을 지속적인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성(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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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novelty) 또는 가치 있는 발견(serendipity)의
결여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왕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뜻밖의 사건을 통한
우연한 발견을 뜻한다. 만족도 높은 추천 정보 제공을
추천

시스템의

가능한

특성(Predictive

features)과

사용자에 대한 추천 전달 방식 특성(Explanation

세렌디피티의 어원은 페르시아의 우화 '세렌딥의

위해서는

실제로,

정확도

뿐

features)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상당히 의미 있고 차별화된
연구라고 판단하고 있다[5].

아니라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발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역시 추천 시스템 경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2. 관련 연구
최근 필터링을 통해 개인화된 정보와 이를 통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5].
그림 1. 추천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세렌디피티적

시스템의

사회적인

경험은

개인화된

추천

부작용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적 만족감을 주는 행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타인 혹은
필터 시스템에 의해 사용자의 경험이 왜곡되는 필터
버블 현상(Filter bubble)과,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용자만

모이고

의견이

편중되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고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 정확도의

있다. 이런 현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추천

지속적인 정보 탐색의 결과를 주도하는 추천 시스템

시스템 사용을 통한 사용자의 인지적 행동 변화와

(Recommendation System)에 기인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시
추천 정확도의 개선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는 추천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로

자신의

데이터가

시스템과

과도하게 상호작용 되도록 권한을 요구 받는 보안적

구체적으로 <그림 1> 에서 보이고 있는 추천

문제도 동반 한다.

시스템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세렌디피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인지적인 경험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하여금

기존에 연구된 추천시스템은 아래 <표 1>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알고리즘의 결과인 정확성(Accuracy)을 척도로써
사용하고 있으며[6], 얼마나 적절히 시각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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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인 요소로써 표현하는지에 그 목적을 가지고

못한

있다.

다양성

반면, 일부 최근 연구에서는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기대한 결과물의 유사성 및 연계성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의

만족도와

지속성을

Variety)

분기

divergence)

넷째,

마지막으로,

호기심

3.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계한 사례 분석
본 단락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추천시스템을

사용자가

아직

접근하지

어떠한

사용자

들어나게 하는지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3.1 Instant Search: Google

전에 잊고 있던 아이템(Forgotten), 사용자가 이전에
보지

중심으로,

않은

아이템(Novelty), 사용자가 직접 추가했지만 오래
않았거나

사례를

인터페이스(UI) 와 경험(UX) 요소가 세렌티피티를 잘

Kapoor 의 연구에 따르면, 추천 시스템에서의

접해보지

셋째,

제공할 때, 각 서비스 별로 추천 서비스가 잘

2.1 추천 시스템의 세렌디피티에 관한 연구

전혀

Unexpectations)

유발(Induced curiosity) 이 그 특성이다.

갖추어진

세렌티피티는

제공(Presented

유발(Triggered

위해서는 세렌디피티적 경험이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7].

상황(Encountered

않은

구글의 Instant search 는 검색 필드에서 사용자의
입력 값을 기반으로 한 연관 검색어의 노출 방법이다.

표 1. 개인화 정도에 따른 추천 시스템의 분류

아이템(Unknown)으로 구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8].

단어 입력 시 검색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명확한
의도(Explicit Intension) 이전에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 검색 창 아래에 연관 검색 어를 제안하는
Kaminska 의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 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태스크 수행 시간

아이템이 나에게도 제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위

감소 효과와 다른 사람이 검색한 정보의 탐색으로

만으로도 세렌디피티가 발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있다[9].
Björneborn 은 아래의 5 가지 환경적 특성이
세렌디피티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연결 가능(Enabled Connection) 둘째,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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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commend Bundling: Spotify

평가(Rating System) 결과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는
사용자 자주 듣는 음악의 패턴에 따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가 듣거나, 혹은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을
추천한다. 일반적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와 달리,
일정

기간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앨범(Your Mix) 또는 주간 앨범(Discover Weekly)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와

새로운

규칙성을 기준으로 기존 카테고리보다 더욱 세분화
되고 변화하는 장르 분석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자동화된 큐레이팅을 통해 '신선함' 과 '디테일' 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Pop 이 아닌 Pop Dance,
혹은 Sleeping Night, Commute Morning 과 같은
디테일 한 장르 구분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제공한다.

추천

비율이

높은

영상이거나, 탐색 시에 포커스가 된 영화의 예고편을
15 초 동안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의 탐색 부하를
덜어주고,

영화

선택의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3.4 Hashtags : Instagram

별개로 새롭게 담긴 신규 곡들을 앨범(Album)단위로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시간, 음악 타입, 활동,

추천을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의 해시 태그(#hashtag)를
통하여, 유저가 연관 검색을 수행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clue)로서 사용자의 검색 행동을 유도한다. 이를
통하여, 연관되어 있는 사진 검색과 동시에, 사용자
고유의 해시 태그로 인하여 우연한 발견의 확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 탐색을 용이하게
한다.

매칭 해주는 허브가 된다. 이는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앨범으로

전달

함으로써

4.

사용자의 세렌티피티적 경험을 풍부하게 해 준다.

세렌디피티 요소를 반영한 추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턴
본 단락에서는, 추천 시스템에서의 세렌디피티적

3.3 Instant Play on Recommendations: Netflix,

요소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의

연계성

탐색을

표 2. 세렌디피티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탐색

시도하였고,

YouTube
영화,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Netflix)는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와의 연계
필터링(Collaboration Filtering)과 사용자의 만족도

Björneborn

이

도출한

세렌디피티

요소[10]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실제 경험과 사례를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인터페이스적 요소를 <표 2>
와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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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의 세렌디피티 요소의 경우, 사용자가

일본 저널리스트 모리 켄은 그의 저서에서, "예측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Novelty)을 통해 흥미를

범위의 것만 추천되고 자신의 사고조차 의도적으로

유발시킬 뿐 만 아니라, 주목도(Attention)가 떨어진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인터넷

항목을 다시 노출시켜, 인간의 단기 기억(Short-

시대에서 세렌디피티의 효과가 상실되고 있음을

terms)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장치로서도 역할을 하고

우려한 바 있다[1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예측

있다. 또한 흥미 요소의 지속적인 공급과 서비스에

성과의 향상과 시스템적인 개선 뿐 만 아니라, 이를

대한 경험의 주목성을 확보하여 정보 탐색 시 긍정적

전달하는 사용자의 인지적 행동변화를 실질적으로

태도 부여를 통한 인지적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한

맡고 있다.

연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적
사용자의

추천

정보

디자인

의도가

제공

패턴이

명확하고

시

도입되고

예측

가능할

다양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향성에 기반하여 긍정적

있고,

효과를

때에

부합하는 디자인 패턴을 도출한 할 수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정보 간 연결(Enabled connections)을
통하여 세렌디피티가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정보의 나열이나 단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Encountered the
unexpected),

사용자의

상황적인

외부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 (Presented variety) 하는 경우, 이를
자극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Triggered divergence)
하는 경우 및 실재하는 정보로 치환하여 보여주는
경우 (Induced curiosity) 등을 확인하였다.

도출한

선행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에

또한 세렌디피티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반드시

사용자가

접하지

않은

완벽한

새로운

정보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정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특정 맥락에 맞게
제공해주거나, 그 표현방법에 따라서 세렌디피티가
발현될 수 있음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렌디피티
요소를 실제 케이스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행동 변화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천시스템에서 세렌디피티의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통해

사용자와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추천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지적인 경험

만족도

(Satisfaction)와

지속성

(Persistence)의 확보, 그리고 서비스의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의 질(Experiential Quality)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정보의 개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은
자신의 의도 (Intension)에 맞게 정보 탐색의 인지적
부하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용자가 결과에
익숙하거나

기존에

경험했던

결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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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스튜디오 크로스컬쳐의 로봇
‘효돌’, SKT 의 인공지능 스피커 ‘NUGU’를 활용한
AI 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AI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요약문
고령화 사회에 노인 교육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기업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대화, 단순한
기술 수행 정도의 상호작용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노인 돌봄 서비스에 다양한 컨텐츠와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 불안에 대한 감소 효과를 본 연구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 노인 대상으로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65 세 이상 노인 38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단어 학습
연구를 참가자 내 설계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 방법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기존 학령기 대상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 학습 방법과 학습 순서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기술에 대한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용 인공지능 스피커 학습
콘텐츠를 개발할 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AI 스피커 Echo 를 활용한
과업중심 모둠 학습을 수행한 결과, AI 스피커
활용이 외국어학습 불안감을 감소시켰고, 학습자의
발화 또한 촉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3]. 이와
유사한 연구로 Google Home 을 6-7 세 아동
5 명에게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적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가 아동의 발화 정확성과 의사소통
의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4]. 개인의 학습을 넘어 팀차원에서의 학습
효과를 진행한 연구도 있다. 팀 차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했는데
인간 교사보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문제 해결을
진행한 팀이 문제해결능력이 더 우수했다[5].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가 대부분이며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실험 연구는 적은 편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학령기의 피험자로만 진행되고 있다. 노인
케어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성 및 확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스피커, smart speaker, 챗봇, chat bot,
dialog flow, 평생 교육

1. 서 론
1.1 연구배경

1.2 연구 목적

영어는 현재 외국어 이상의 존재감을 갖는 언어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노인들은 특히나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영어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되거나
유지되며 적극적인 교육이 개입되지 않는 한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 통계 포털 주요인구
지표에 따르면 2019 년 현재 65 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7 백 68 만명으로 전체 총 인구의 14.9%를
차지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기개발 목적의
평생교육 수요도 증가추세에 있다. 노인들에게
음성인식과 AI 를 활용한 기기 보급도 활발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 년 독거노인의 수는
120 만 5000 명으로 2010 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1]. 독거노인의 케어의 일환으로 음성인식

본 연구는 6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단어 학습을 했을 때 언어
불안감과 단어 암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대상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는 영어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아는 65 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복지관 내 포스터를 통해 모집했으며 연구의 목적과
시간에 대해 사전 고지하였다. 참여자의 이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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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출생 년도가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수집되었다.
참여자 중 최종 38 명이 모든 회기를 완료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단어 학습을 먼저 처치
받는 조건에는 21 명의 참가자가 할당되었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나중에 처치 받는 조건에는 17
명의 참가자가 할당되었다.

불안, 부정적 평가에 의한 불안을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측정 도구에는 수업
상황에서의 불안 등과 같이 연구의 목적과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제거하여 총 16 문항이 사용되었다.
점수가 낮을 수록 언어 불안감이 높은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언어불안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실험 도구 및 측정값
●

Google Home mini

●

본 연구에서는 Google Home mini 가 사용되었다.
Google Home mini 는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 대비
작고 가격이 저렴하여 학습도구로서 적합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Amazon Echo 와 Google
Assistant 를 영어 학습 도구로서 비교했을 때
Google Assistant 가 Amazon Echo 대비 적정
어휘를 사용하고, 이독 지수가 낮아 이해에 용이
하다고 한다[6]. 본 연구에서는 단어 학습이라는
상황을 통제하고자 Google Assistant 의 대화를
Dialog flow 를 통해 직접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단어 학습지에 사용된 단어 10 개를 학습이 종료된
후 모두 다시 회상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학습지와
동일한 양식이다. 검사라는 단어에 피험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었기에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험자
스스로 얼마나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 단어당 10 점으로
측정하였다.
2.3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참가자 내 설계로(인공지능 스피커와
영어 단어 학습, 사람과 영어 단어 학습) 참가자
모두 처치를 받는다. 순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치순서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처치 순서는 무선으로 배치되었다.
노인의 주의를 고려해 실험은 총 2 회기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 회기 참여 후 일주일내에 2 회기를
참여하도록 하였다.

단어 학습지

학습지의 어휘 구성은 초, 중, 고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Korea Basic English Word
List, KBEWL)에 나온 어휘로만 구성하여 한
학습지당 10 개씩, 두개의 학습지에 총 20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KBEWL 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구어와 문어 데이터를 포함한 8 개의
대표적인
코퍼스에서
빈도수(Frequency),
사용범위(Range)와 같은 객관적 선정 기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 노출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어휘의 친숙도나 초등 권장 어휘 추천과
같은 선정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개발된 어휘
목록이다[7]. 총 3000 개(초등과정 800 개, 중고등
과정 1800 개, 전문과정 400 개)로 구성된 어휘
목록 중 전문 과정의 단어는 제외하였다. 또한
노인의 인지 기능을 고려해 단어 길이가 알파벳
4 개로만 구성된 단어로만 통제하였다. 최종 초등
수준 단어 258 개, 중고등 수준 단어 290 개가
선별되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학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단어의 발음과 뜻을
들어보고 직접 단어를 발음해보는 인간-인공지능
스피커 상호작용을 통해 단어 학습을 진행한다.
사람과의 학습은 인공지능 스피커 대신 연구자가
네이버 사전의 원어민 영어 발음을 틀어주고 교정을
해주는 사람-사람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단어
학습을 진행한다.
2.4 실험 절차
실험의 소요 시간 및 실험의 진행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거주 노인 2 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50 분 내외였으며,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큰 무리는
없었다.

선별된 단어를 다시 석사 이상의 연구원 4 명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정도를 3 점으로
분류하여(1 점: 거의 쓰이지 않는다, 2 점: 보통
쓰이는 편이다, 3 점: 자주 쓰인다) 평정하였다. 평균
2 점 이상 나온 단어 중 초등과정에서 10 개,
중고등과정에서 10 개를 무작위 선별하여 총
20 개의 학습 단어를 선별하였다. 학습지는
1 회기용, 2 회기용 2 개로 구성되었다. 학습지의
글씨 크기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25point
이상으로 작성하였다.
●

단어 회상 검사

본 실험은 경기도 N 시에 위치한 복지관의 조용한
단독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진행자와 참가자
일대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소요시간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1 회기
실험시간은 평균 50 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실험
시작 전 학습을 진행하기 전 두 집단에 랜덤으로
배치된 피험자들의 영어 단어 능력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스크리닝 테스트를 진행했다.
T-test 로 동질성 검사 결과 유의미한 두집단의

언어 불안(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

FLCAS 는 Horwitz 의해 개발되었고 5 점 리커트
척도로 외국어 학습불안을 측정한다[8].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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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전 테스트 후 10 분가량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3. 결과
참가 내 변인(학습 처치), 참가자 간 변인(처치
순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Repeated 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통계치는 표 2 와 같다. 본 연구는 반복
측정의 수준이 2 개이기 때문에 언어불안과 단어
회상에 대한 구형성 가정은 자동으로 충족되었다.

학습 절차는 총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발음 학습으로, 각 단어의 발음을 4 회씩 단어
순서대로 듣는다. 각 발음을 들으면서 따라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발음을 모두 들은 후 한번 더
듣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두번째 단계는 뜻 학습으로, 단어의 발음을
말해보고 뜻을 받아 적는다. 발음을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사람한테 말한 후 들려주는 한글 뜻을
받아 적는다. 셋째, 학습한 단어의 발음과 뜻을
암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 2. 기술 통계량 및 Repeated ANOVA 결과표
*
( p<0.05)

인공지능 스피커과 단어 학습 처치 조건에서는
표 1 의 명령어를 통해 학습을 진행했다. 연구자가
Dialog flow 로 작성한 대화를 불러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먼저
발화를 시작한다. 참가자는 “학습 시작”이라고
말하면 단어 학습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고
첫번째 단어의 발음을 4 번 불러준다. 다음 단어의
발음을 들으려면 “다음”이라고 말하라는 안내에
따라 학습을 계속 진행한다. 발음을 모두 들은 후
다시 듣고 싶으면 “한번 더”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뜻 알려줘”라고 말해 다음 학습 단계로
넘어간다. “뜻 알려줘 라고 말했으면 학습한 영어
단어의 발음을 인공지능 스피커에 발음한다.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단어의 한글 뜻을 알려준다.
발음 인식 오류 발생시 재 발화를 요청하는
피드백을 주었다. 오류가 3 회 발생하면 연구자가
인터넷에서 녹음된 발음을 다시 들려주었고, 재시도
하도록 유도하였다. 각 학습 단계를 넘어갈 때 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안내가 있었다.

변
수

언
어
불
안
감
단
어
회
상

학습 시작

“다음”

다음 단어의 발음으로 넘어갈 때

“한번 더”

발음을 한번 더 듣고 싶을 때

“뜻 알려줘”

뜻 학습으로 넘어갈 때

F

F

2.73

학습

(.751)

사람
학습

2.85

.982

.350

4.18

*

(.613)

AI

87.37

학습

(16.87)

사람
학습

84.47

1.57

.016

6.50

*

작용

F

(17.96)

언어불안감에 대한 기술 통계값과 Repeated
ANOVA 값은 표 2 에 제시 되어있다. AI 스피커와
어휘 학습을 한 후의 언어불안감 평균 점수(2.73)가
사람과 학습을 한 후의 평균 점수(2.85)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37)=.982 p=.328. 언어 불안감에서 학습
순서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37)=.350, p=.558. 언어 불안감에서 처치
순서와 학습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37)=.418, p=.048.

내용

“공부시작’

학습
순서

(SD)

AI

상호

학습
방법

3.1 언어불안감

표 1. 학습 진행 명령어

명령어

조건

M

사람과 단어 학습 처치 조건의 경우 연구자가
네이버 영어 단어 사전에 있는 단어의 발음을
틀어주었다. 뜻 학습에서는 피험자의 발음을
연구자가 들었을 때 부정확할 시 다시 발음을
들려주고 원어발음과 유사할 발음을 발화했을 때
뜻을 알려드렸다. 처치 순서에 상관없이 학습이
모두
끝난
후
언어불안감을
측정하였다.
언어불안감을 측정한 후 단어 회상 검사를 진행해
학습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림 2. 회기별 조건별 언어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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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에 사람과 학습을 진행하고 2 회기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학습을 진행했을 때, 언어불안감
감소가 1 회기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학습을
진행하고 2 회기에 사람과 학습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인공 지능 스피커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했는데, 학습 전 인공지능 스피커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던 시간은 10 분 내외로 기기와
친숙해지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술 수용성이 낮은 노인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언어불안감에 작용했을 수 있다. 둘째,
사람과의 1 대 1 학습 자체가 불안을 야기했을 수
있다. 노인 참가자 모두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높게 측정되었는데, 1 대 1 로 영어를 하는 경험
자체가 언어불안감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노인 대상 인공지능 스피커
학습 콘텐츠 개발에 있어 기계와 학습 절차에 대한
친숙함이 선행되어야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단어 회상
단어 회상 검사의 기술 통계치 및 Repeated
ANOVA 결과는 표 2 와 같다. AI 스피커와 어휘
학습을 한 후의 단어 회상 검사의 평균
점수(87.37)가 사람과 학습을 한 후의 평균
점수(84.47)보다 높았지만 학습 방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37)=1.57, p=.218. 단어 회상 검사에서 학습
순서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37)=.016,
p=.901.
단어 회상 검사에서 학습 방법과 순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37)=6.50, p=.015. 1 회기에 사람과 학습을
진행하고 2 회기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학습을
진행했을 때, 단어 회상 수준이 1 회기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학습을 진행하고 2 회기에 사람과
학습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참가자수가 부족하다는 점,
학습 회기수가 부족하다는 점, 참가자들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학습이
진행되었다는 점, 교육 수준별 고르게 참여자가
분포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적 없는
노인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 집단의
정보 격차 해소 와 교육을 통한 자아 실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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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들을 야기할

요약문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보건 문제가 되었다[3, 4].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겪고
주된

우울증 치료에 대표적이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원인이며,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방법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환자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신 질환을 위한 디지털

스티그마(Stigma)로

치료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등 기존의 약물 치료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에 어려운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5].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자 하는

이를

움직임이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치료제(Digital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는

연구가

앱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있다.

우울증은

대한

출시되어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환자들과

모바일

앱

자살하는

치료가

기반으로

필요한

스스로

병식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환자가

치료를

인해

해결하고자

해외에서는

Therapeutics,

이루어

‘디지털

DTx)’와

지고

관련한

있다[6,
디지털

7].

치료제를

질병 및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챗봇 서비스에

고품질

소프트웨어

비해서 치료 목적의 챗봇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환자에게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therapeutic)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연구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챗봇 개발 시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고려해야할 여러 요인을 제시하고 개발 방향성에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FDA)의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6,

근거

프로그램을

중심

기반으로,

치료(evidence-based

7]. 사회적 이슈와 함께,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

주제어

있는

AI

챗봇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을

Depression, Chatbot, AI, Guideline

의료용으로 확대하여 우울증 증상을 개선해주는

1. 서 론

챗봇, WoeBot 도 개발되어 서비스가 되고 있다[9].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하지만 치료용 챗봇에 대해 연구 방법론, 접근법,

Organization,

디자인

WHO)에서는 15~29 세의 연령대에서 사망하는

가이드라인

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심리학과 같은 다른 연구 분야를 조사하고 치료용

주된 이유가 우울증으로[1], 세계적으로 3 억명

챗봇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상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역학 자료를

한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통해 정신 건강 문제의 유병률과 심각성이 해마다

전문 심리 상담사를 통한 우울증 치료법의 방법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우울증 유병률

관련 인공지능 및 챗봇 기술을 분석하여 향후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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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할 요소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사용되는

한다.

확장시키는

XGBoost

와

분류

Attention-BiLSTM

용량을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다른 모델에

2. 관련 연구

비해

2.1 우울증 성향 분석에 대한 연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우울증 환자들의 성향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

또한 Ooi 는 Event-Planning Interaction(EPI)과

우울증 집단과 비우울증 집단을 구분하여 TCI 성격

Problem-Solving Interaction(PSI)에 관해 부모와

검사를

실시하였다[11].

기질(temperament)과
성숙했는지를

TCI

검사는

타고난

자녀

환경/사회적으로

얼마나

연설을 캡처 및 기록하고, 선행 연구들의 제안에

성격(character)을

따라 우울증 분류에 관한 4 가지 범주의 음향

보여주는

사이의

자연스러운

토론에서

이미지와

구분하여 개인의 인성(personality)를 이해하려는

파라미터

검사이다. 결과적으로 우울증 집단이 비우울증

Spectral(S)를 분석하였다[14]. 그 결과, 피실험자의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는 TCI 의 6 가지 척도

향후 2 년 내에 우울증 발병 여부를 최대 73%에

위험회피,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자기 주도성,

이르는 정확도로 예측했다.

연대감, 자기초월에 대한 성격특성을 찾아냈으며,

TEO,

Patter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 이미지에서

자신감 및 참을성 등과 같은 우울증 집단의 성향을

우울증을 감지하는 방법을 구현하여, Fisher Vector

추정하였다.
우울증

Prosodic(P),

Kulkarni 는 Fisher Vector 및 LTrP(Local Tetra

비관적, 잦은 피로감, 목적의식의 부재, 낮은

현대

Glottal(G),

및 LBT(Local Binary Pattern)를 사용했을 때보다
증상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높은 정확성을 보인 연구를 진행하였다[15].

역학연구 우울척도 CESD 와 소셜 미디어 사용률을

Ma 는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및 자연어

통해 초기에 우울증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리(Natural

제시하는 Mok 의 연구를 들 수 있다[12]. 해당

통합하여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소셜

Networking

평균 우울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guage

Processing)

네트워크

Service)로부터

기술을

서비스(Social
얻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AEKW 알고리즘을 설계하였고, 이를

10 대 청소년 중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서 가장

활용하여

크게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의 높은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안한다[16].

사용률과 개인의 우울증 수준 사이에는 상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21 개 질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항목으로 구성된 우울증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2.2 우울증 탐색과 진단 영역에서의 AI 연구

우울증 자가 진단 설문지다. Cai 는 SVM 분류기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사용해 BDI 항목을 새로운 규칙으로 5 개 항목까지

따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축소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실험 결과는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다[13]. 이 연구에서는 딥

효율적으로 피험자의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러닝 모델을 통해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보여주었다[17].

조기에

우울증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를

2.3 우울증 치료 영역에서의 연구

진행하였다. 불균형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우울증
을

치료 영역의 연구로는 음악이 자율 신경계의

제안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었던 모델의 정확도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심박수가 음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XA-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BiLSTM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를 들 수 있다[18]. 연구

탐지를

위한

모델은

딥러닝

데이터

모델

XA-BiLSTM

불균형을

줄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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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음악 치료 전 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편안한

결과를

입증된 효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인터랙션의

보였다. 또한 심박수가 감소하였으며, 편안함을

성능 손실과 같은 이유에 의해 채택이 원활하지

느끼게 되는 음악치료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않았던

음악이

엔트로피의

감소하는

프로그램은

2.5 챗봇 UI 에 대한 연구

2.4 챗봇 개발 영역에 대한 연구
분석

도구

국내 은행에서 사용한 금융 챗봇 서비스의 UI

중에서

DISC

디자인

모델을

챗봇에 대해 접근, 시작, 답변, 정보 화면으로

성격 선호도를 파악하기 쉬우므로, 인공지능에

구분하고, 각 화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UI 디자인

적합한 성격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 연구이다. 이를

DISC 모델의 성격으로는 주도형(D), 사교형(I),

위한 UI 디자인 평가 요소는 표 2 와 같이, 위치,

신중형(C), 안정형(S)이 있으며, 심심할 때, 심리

도움말, 배경색, 레이아웃, 캐릭터 및 프로필,

상담, 테스크의 3 가지 목적에 따른 사용자의 DISC

아이콘 및 명칭, 말풍선 공간, 옵션 선택, 그래픽

모델 성격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보로 총 9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용 목적에 따른 챗봇의 성향은 표 1 과 같다.

표 2. 화면에 따른 챗봇 UI 디자인 요소[21]

표 1. 사용 목적에 따른 챗봇 성향[20]
심리 상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선호성별

중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선호성격

사람중심(I/S)

프로세스

태스크

성별

10)

또래/높은연령(+10)

30 대

느린성격(C/S)

일 중심(D/C)

접근화면

디자인 요소

챗봇 위치

가치적

챗봇 아이콘 및 명칭
배경색

시작화면

시각적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9].

답변화면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스티그마(Stigma)로 인해 사람들이 심리적
접근하기가

어렵다.

챗봇 형태 레이아웃
도움말 및 주요기능
말풍선 공간 활용

우울증 증상을 개선해주는 챗봇, WoeBot 을

서비스에

챗봇 UI 요소

기능적

기능적

건강

진행하였다[21].

네 곳(신한, 우리, 하나, 국민 은행)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구분이 단순하여 사용자들의 전체적인

또래/어린연령(-

연구를

도출하였다. 표 2 를 참고하면, 국내의 주요 은행

사례가 있다[20]. 해당 연구에서는 DISC 모델은

선호나이

대한

화면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UI 디자인 요소를

따라 선호하는 챗봇의 성격에 대해 조사한 연구

심심할 때

요소에

모바일 앱의 UI 디자인 요소를 기준으로 금융 챗봇

사용자의 선호 성격 유형에 활용하여 사용 목적에

사용목적

치료(Web-based

불안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유형

행동

인터랙션이 특징인 챗봇을 통해 우울증 증상과

우울증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증 완화에

성격

인지

텍스트와 음성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AI 간 대화

우울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있었고,
음악치료

기반

Cognitive-Behavioral Therapeutic)와 차별화하여,

또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증 중년여성들의
결과적으로

웹

정보화면

따라서

기능적

옵션 선택 디자인

가치적

캐릭터 및 프로필 이미지

시각적

그래픽 정보

WoeBot 은 모바일 챗봇 기반으로 스티그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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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울증 치료를 위한 챗봇 개발의 가이드라인

챗봇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색상을
고려하여 챗봇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21].

3. 본론

3.2 우울증 탐지와 진단 영역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림 1 과 같이 우울증
탐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챗봇을 개발하고자

우울증 탐지와 진단 영역에서는 사전에 우울증

할

증세를

때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도식화로

탐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표현하였다. 크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우울증

수행한다. 이 영역은 기존의 심리치료사, 의사와

탐지 및 진단, 치료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같은 전문가들보다 범용적이고 대량의 데이터를
챗봇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3.1 챗봇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역

정확성을

가지고

탐지

및

진단할

수

있는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챗봇을 개발하기

영역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설문지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의

조사

네 가지 사항들로 요약할 수 있다. 챗봇과 사용자

우울증 탐지 및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닫힌 방식이

있다[17]. 이는 일회적인 기능이며, 현재 우울증

아닌[8],

진단에서

사용자와

열린

방식으로

보다

많이

사용되고

사용자의

있지만

챗봇

중요하다. 사용자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1 차적인 서비스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전반적인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도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할

상태에

수 있을 것이다[22]. 또한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사용자가 챗봇과 대화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있음을

활용해 사전에 우울증을 탐지할 수 있는 연구가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14].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우울증 집단에서 보인 여러 성향에 대해[11],

진행되는 대화 내용을 통해 사용자의 성격, 감정을

챗봇의 성향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챗봇의

분석할 수 있으며, 챗봇은 사용자의 말에 공감하고

성격상을

챗봇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캐릭터를 함께 제공하여, 대화를 진행할 시에도

챗봇 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아닌 외부에서의

사용자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울증을 사전에 탐지한 기존

편안한 색상 기반의 UI 를 기반으로 챗봇을 개발할

연구들을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시,

것이다[12, 13, 15, 16]. 사용자들이 SNS 에

시각적으로

성격이

수

형성하는

제공하여

플랫폼으로도 쉽게 구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공할

친밀감을

함으로서,

챗봇에서

것이

챗봇의

큰

의사소통

서비스를

달라질

있다[20].

사용자에게

수

또한

편안한

심리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대해

업로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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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한 방법 등이 우울증을 돕는 치료용 챗봇을

우울증을 탐색할 수 있는 모델을 형성할 수 있고,

개발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챗봇 서비스를 받거나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SNS 활동 시, 사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목적으로 하는 챗봇과 다른, 우울증을 치료하는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

목적을
정보보다

3.3 챗봇의 치료 컨텐츠 제공 영역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능은

사용자와의

대화를

자연스러운
통해

사용자가

가장

사사의 글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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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는 9.0%, 30 대는 6.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요약문

높은 수준을 보인다[3].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
하는 2030 대 젊은 청년층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이처럼 우울과 불안을 겪는 젊은 청년층의 비율이 크게

따라 이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30 세대는 사회적 낙인,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30 세대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자기 스스로 우울과 불안을

청년들은 정신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접근성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높으면서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디지털

우울과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났다[4].

치료제의 한 형태로 자기초점주의 균형을 통해 젊은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성이 높으면서 경제적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고자 하는 챗봇 U-Me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

를 제안하고 챗봇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peutics)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료적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기술을 구현하였다.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어

디지털 치료제의 한 형태로, 자기초점주의의 균형을

디지털 치료제, 정신 건강, 챗봇, 대화형 인터페이스

통해 2030 대의 우울 및 불안을 완화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챗봇 ‘U-Me’를 제안
하고 실제 기술 구현까지 진행하였다.

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2030 대 젊은 청년층의 정신 건강

2. 이론적 배경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2012 년 대비 2016 년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을

2.1 우울,

살펴보면 10 대와 40 대 이상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불안과

자기초점주의

(Self-focused

attention)

반면에 20 대는 22.2%, 30 대는 1.6%나 증가하였다[2].

자기초점주의(Self-focused attention)는 자기 자신에

불안장애 역시, 2016 년 기준 1 년 유병률을 살펴보면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데, 부적응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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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점도 존재한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지적 특징 중 하나이다.

가령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행동

치료자 와 내담자가 대면하는 상황에서 대화 등 빈번한

등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에 과도한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18], 디지털 시스템

주의를 집중함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을

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말한다[6,7].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다른 측면이나

인지 행동치료 방식과 같은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외부 세계에 대한 주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심리적

어렵다[19].

초점주의와 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나뉜다.

경직성 등이 일어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이 높은 경우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챗봇과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활용이 각광받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20], 특히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청년

있었으며[8], 자기에 대한 지나친 주의가 자기 자신과

층의 경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치료 효과가 더욱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를 활성화 시켜 우울의 정도를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1]. 실제 Woebot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9,10]. 마찬가지로, 많은

이라는 챗봇을 통해 인지행동치료을 전달하고자 시도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불안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한 선행 연구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대화형 인터

연관성이 확인되었다[11,12].

페이스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19].

따라서,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기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2030 대의 우울과 불안 경감을 위해 올바른 자기초점

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자기 이해

주의의 유도와 균형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등의 순기능을 가지며 융통성 있게 주의의 방향이 전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챗봇을

되는 적응적 자기초점주의[13-15]를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 및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자기초점주의 패

3. 본문

턴이 부정적 사건, 감정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자기초점
을 하는 반면 긍정적 사건, 경험, 감정에 대해서는 자기

3.1 자기초점주의 균형을 위한 테라피 방법

초점이 부족하다는 점[16,17]을 고려하였을 때 긍정적

초기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탈피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주의의 초점을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의 정보로

있다.

이동시키는 주의전환 기법을 제시하였다[22]. 그러나,
이러한 외부 정보로의 주의전환 방법은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2.2 디지털 치료제 (Digital Therapeutics)

어려움을 요하고[23] 자신에 대한 사고 억압성과

디지털 치료제란, 의료적 목적을 가진 디지털 시스템을

회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과 불안이 재발될 수

말하는 것[5]으로 대표적인 것에는 Pear Thera-

있으며[24,25]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peutics 의 reSET 이 있다. ReSET 은 정신적 질환에

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인지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이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초점할

션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FDA 승인을 받아냄

수 있는 인지치료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최근

으로써 그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ACT(Accetpance and Commitment Therapy), MBCT (Mind-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수집

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SR(Mind-

되는 데이터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춘 치료법을

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등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5]. 뿐만 아니라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방법이다[26].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크게
줄면서 현재 2030 대가 가지는 정신 건강 치료의 장벽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심리적 경직성을 가진다는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점과 긍정적인 사건과 경험에는 자기 초점을 유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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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있게 주의전환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

초점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감정에는 대표적으로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심리적 유연성을

우울해, 불안해, 힘들어, 슬퍼 등의 부정적 감정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ACT[27]가 치료 방법으로서

편안해, 기뻐, 만족스러워, 행복해 등의 긍정적 감정

적절하다고 보았다.

으로 분류하였으며 경험에는 대인관계, 취업, 직장,
학업 등 2030 대가 흔히 겪고 있는 고민거리로 분류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주의전환을 보다 효과적

하였다.

으로 돕기 위하여 자기대화(self-talk) 기법을 결합하
였다. 자기대화는 자기조절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선행

그 다음, ACT 를 챗봇을 통해 제공하기 위하여 챗봇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

스크립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며[28], 자기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내용

기존 문헌들[33-35]에서 ACT 의 치료 기법들을 수집

에 따라 자기에 대한 초점을 탈피할 수도 있고[29-31]

하고 이를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챗봇 플랫폼에 맞추어

동시에 자신에 대해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화형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2).

하였다[32]. 따라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는 자기대화를
통해 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탈피하고, 자신의 긍정적
인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는 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대화를 결합하고자 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챗봇을 통해 ACT
와 자기대화 기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유연성
을 높여 자기초점주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2030 대의
우울과 불안 수준을 낮추고자 하였다.

3.2 챗봇 스크립트 개발
먼저,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사용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챗봇과의 대화 초기에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을 물어보도록 설계하였다(그림 1). 사용
맥락의 파악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초점을 탈피하
도록 돕고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는 자기

그림 2. ACT 의 기법 중 하나를 챗봇 대화로 재구성한 화면

그림 1. 사용자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 및 경험을 묻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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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CT 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자기대화를 함으

입력한

로써 훈련할 수 있도록 대화 중간 중간에 자기대화

제공하도록

녹음 세션을 삽입하였다(그림 3). 시제에 따라 자기

Node.js, 서버 배포는 Amazon 의 EC2 를 사용하였다.

값을

기준으로

각기

구현되었다.

다른

스크립트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초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30-32],
사용자가 부정적 감정과 경험을 선택할 경우 자기
대화를 통해 자기 초점에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나’가

4. 결론

아닌 ‘우리’와 같은 3 인칭 시제를 사용한 스크립트를

본 연구에서는 2030 세대 우울과 불안의 심각성과

녹음하게 하였으며 반면에 긍정적 감정과 경험을 선택

이들의 정신건강 영위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의 필요

할 경우 자신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성을 살펴보고 ‘U-Me’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사용한 스크립트를 녹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자기대

제시하였으며 기술 개발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

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주의전환을 유도하고자

제적으로 U-Me 가 우울과 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하였다.

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챗봇 U-Me 에
대한 필드 테스트, 임상 시험 등을 통해 우울과 불안
완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사사의 글

참고 문헌
1. Twenge, J. M., Cooper, A. B., Joiner, T. E.,
Duffy, M. e., & Binau, S. G. (2019). Age, period,
and cohort trends in mood disorder indicators
and suicide-related outcome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set, 2005-2017.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 김지경, 이윤주, &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
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7.
3.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7.04).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4. Mojtabai, R., Olfson, M., Sampson, N. A., Jin,
R., Druss, B., Wang, P. S., ... & Kessler, R. C.
(2011). Barriers to mental health treatment: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그림 3. 자기대화 스크립트를 녹음하는 화면

Replic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1(8),

1751-1761.
3.3 챗봇 기술 개발

5. Sverdlov, O., Van Dam, J., Hannesdottir, K., &

ACT 와 자기대화 기법이 적용된 챗봇은 React Native

Thornoton-Wells,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며 ios 소프트웨어 기반의

therapeutics: an integral component of digital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되었다. ACT 와

innovation

자기대화를 챗봇 플랫폼에 맞게 재구성한 스크립트를

Pharmacology & Therapeutics, 104(1), 72-80.

in

drug

T.

(2018).

development.

Digital
Clinical

json 형식의 txt 파일로 서버에 저장 해두고 사용자가

- 963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6.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really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just

a

matter

of

interpretation?.

Psychological Inquiry, 3(3), 255-258.,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ting

18. Rimondini, M. (2011). Background Theories and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

Main systems of analysis of communication in

7.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Communic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2). 156.

Therapy. (pp. 1-23). Springer, New York.

in

Cognitive

Behavioral

8. Ingram, R. E., & Wisnicki, K. (1999). Situational

19. Fitzpatrick, K. K., Darcy, A., & Vierhile, M.

specificity of self-focused attention in dysphoric

(2017). Deliver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states. Cogntivie Therapy and Research, 23(6).

young adult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625-636.

anxiety using a fully automated conversational
agent (Woeb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ntal health, 4(2), e19.

9. Anderson, S. M., & Limpert, C. (2001). Futureevent schemas : Automaticity and rumination in
maj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20. Chaves, A. P., & Gerosa, M. A. (2019). How

and

should my chatbot interact? A survey on

Research, 25, 3, 311-333.
beliefs

about

replication

rumination

and

extention.

in

interaction
preprint arXiv:1904.02743.

depression-a

Personality

21. Skjuve, M., & Brandtzæg, P. B. (2018). Chatbots

and

as a new user interface for providing health

Individual Differences, 39(1), 73-82.

information to young people. Youth and news in

11. Mor, N., & Winquist, J. (2002). Self-focused

a digital media environment–Nordic-Baltic
perspectives.

attentiona and ne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4), 638.

22.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12. Carver, C. S., & Scheier, M. F. (2013). Fuctional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and dysfunctional responses to anxiety : The

depressive episodes. J. Abnorm. Psychol. 100,

interaction between expectancies and self-

569-582.

focused attention. In Self-related cognitions in
anxiety

and

motivation.

(pp.

design. arXiv

human-chatbot

10. Walkins, E., & Mould, M. L. (2005). Positive

23. Watkins, E., & Teasdale, J. D. (2004). Adaptive

121-152).

and

Psychology Press.

maladaptive

self-focus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2(1), 1-8.

13. Rachman, S. (1980). Emotional processing.

24. Wenzlaff,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8(1), 51-60.

Unmasking

14.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R.

M.,
a

Bates,

cognitive

D.

E.,

(1998).

vulnerability

to

depression : how lapses in mental control reveal

anxiety. Freeman.

depressive thinking. J. Pers. Soc. Psychol. 75,

15. McFarland, C., & Buehler, R. (1998). The

1559-1571.

impact of negative on autobiographical memory:

25. Hayes, S. C., Wilson, K. G., Strosahl, K., Gifford,

The role of self-focused attention to moods.

E. V., Follette, V. M., (1996). Experienti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voidance

75(6), 1424.

and

behavioral

disorders

: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16. Pyszczynski, T., & Greenburg, J. (1987). Self-

and treatment. J. Consult. Clin. Psychol. 64,

regulatory perseveration and the depressive self-

1152-1168.

focusing style: a self awareness theory of reactive

26. Baer, R. A. (2009).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Inquiry, 3(3), 255-

mechanisms of change in mindfulness-based

258.

treatment.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S1),

17.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92). Putting

15-20.

cognitive constructs in their place : Is depression

- 964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27. Hayes, S. C., & Pierson, H. (2005). Acceptance

32. Van Raalte, J. L., Vincent, A., & Brewer, B. W.

and commitment therapy. In Encyclopedia of

(2016). Self-talk: Review and sport-specific

cognitive behavior therapy (pp. 1-4). Springer,
Boston, MA.

model.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2,
139-148.

28. Morin, A. (1993). Self-talk and self-awareness:

33. Zettle,

R.

D.

(2003).

Acceptance

and

On the nature of the relation. The Journal of

commitment therapy (ACT) vs. systematic

Mind and Behavior, 223-234.

desensitization in treatment of mathematics
anxiety. The Psychological Record, 53(2), 197-

29. Kross, E., Bruehlman-Senecal, E., Park, J.,

215.

Burson, A., Dougherty, A., Shablack, H., ... &
Ayduk, O. (2014). Self-talk as a regulatory

34.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mechanism: How you do it matters. Journal of

개발과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304.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30. Kross, E., & Ayduk, O. (2017). Self-distancing:

35. Stoddard, J. A., & Afari, N. (2014). The big book

Theory, research, and current directions. In

of ACT Metaphors: a practitioner’s guide to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5, pp. 81-136). Academic Press.

experiential

exercises

and

metaphors

in

Accetpance and Commitment Therapy. New
Harbinger Publications.

31. Nook, E. C., Schleider, J. L., & Somerville, L. H.
(2017). A linguistic signature of psychological
distancing in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6(3), 337.

- 96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신입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과 관리를 위한 AI 기반 대화형
인터랙션 서비스 제안
AI-based Conversational Interaction Service Proposal for Job Stress Diagnosis
and Management of New Employees
제 1 저자
조현진
Hyunjin Cho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
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Yonsei
University

제 2 저자
강찬영
Chanyoung
Kang

제 3 저자
김유영
Yuyoung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coldzerokang@
gmail.com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
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Yonsei
University

chozz87@naver
.com

제 4 저자
이유림
Yurim Lee

제 5 저자
황지은
Jieun Hwang

교신저자
최준호
Junho Choi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areyourim@yon
sei.ac.kr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jieunh77@naver
.com

Yonsei
University
uxlab.junhocho
i@gmail.com

kimmmyoung9
0@gmail.com

요약문
최근 힘든 취업 과정을 거치고 취업한 1~3 년차
직장인이 한국 회사 특유의 조직 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기대 불일치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받아 심적 건강이
약해지거나, 퇴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악영향 외에도 회사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개인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과 관리를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직장인, 스트레스, 대화형 인터랙션, 챗봇, AI, 서비스

1. 서 론

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1.1 취업 후 회사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배경

본 논문에서는 이 사회적 현상의 해소를 시도하고자
개인화된 정보 취득에 용이한 대화형 인터랙션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진단해 주고,
본인의 감정 상태, 스트레스 지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해 주는 AI 진단 및 대화형 인터랙션 중심의
‘투모로우’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서비스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진단에
소홀했던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회사의

현재 한국 사회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취직 자체에 초점을 맞춰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년
5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졸업이나
중퇴
후
임금노동자로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10.7 개월 걸린다고 발표했다[1]. 또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한 후 취직한 직장은
청년층이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다.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나이와 직급에 따른 권위적인
문화, 낮은 임금에 고된 노동강도에 불편함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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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회사생활을
시작한다[2]. 이러한 현실에서 회사생활을 지속할 수록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2. 서비스 설계와 AI 활용 방안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축적되게 된다.

앞선 사회적 문제점 파악에 따라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의 진단을 도와주고, 나아가 해소 방안에 대해

1.2 직무 스트레스의 정의와 사회적 영향
미국의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9)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업무 스트레스는 건강
악화와 심지어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3].
이렇듯
직무스트레스는
회사
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특히 정신 건강 측면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층이 앞서 말한 회사 생활에서의
비체계적인 시스템과 권위적인 문화, 비대칭적
노동강도 등을 겪으며 쌓이는 직무 스트레스는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신체와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최근의 고용불안으로 취업 우선의
세태로 취업한 후,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택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3 년차
직장인의 퇴사율이 높은데,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기업 576 개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차별 퇴사율이 1 년차 이하의 경우에는 48.6%,
2 년차 21.7%, 3 년차 14.6%로 조사[4]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의 인력 관리가 원할 해
지지 않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취직을 준비하는 동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1.3 새로운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식의 필요성
이렇듯 직무 스트레스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직무 스트레스 해결방안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소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직장인들이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인의
상담 결과에 대한 직장 내 노출이나 상담 결과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원활한 해소가 진행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본인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진단하고, 인지하며 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가 필요하다.

2.1 서비스 개요: ‘투모로우(Tomorrow)’

제안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를 기존의
자생적 해소나 오프라인 상담 방식 외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본
서비스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의한 8 종의 직무
스트레스 중,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는 외적 요인을
제외한 내적 요인에 대한 진단과 우울감 검사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현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지표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며, 개인의
발화를 통한 감정정보 및 일정표를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도움이 될
만한 해소책을 추천해준다. 또한 본 서비스의 명칭을
내일을 뜻하는 '투모로우(Tomorrow)'로 명명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지향점을 담았다.

2.2 서비스 설계
2.2.1 대화형 인터랙션
챗봇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 메신저 앱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등을 검색·설치·학습하면서 느꼈던 테크노
스트레스 및 테크노포비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는 장점 보유하고 있다[5]. 이에 본
서비스의 주요 인터랙션 방식으로 대화형 인터랙션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적 발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심도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챗봇은 대화형 서비스이므로 사용자들은
챗봇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7], 이를
활용한다면 사용자가 내면의 감정을 발화함에 있어
거부감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2 AI 활용 진단 및 분석
본 서비스는 사용자의 스트레스와 감정이라는 무형의
요소에 대하여, 빠른 처리 능력을 통한 학습과 데이터
취합, 개인화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대화형 인터랙션이
적용된 AI 기반의 챗봇의 기능 중, 도형, 문자, 음성
등을 식별하는 패턴인식과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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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으로 분석에 활용하며, 응답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챗봇
API 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활용할 수 있는 챗봇
API 의 경우, 단비아이엔씨의 'danbee.Ai' API[9] 혹은
스캐터랩의
'PINGPONG(demo.pingpong.us)'
API[10] 활용으로 구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알려주는 것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다. " (P7, 여, 만
26 세)
"다양한 캐릭터와 그에 맞는 캐릭터성의 말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렇게 해결책이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P8, 여, 만 27 세)

3. 디자인 제안

2.2.3 데이터 수집 방안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고도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
이를 기반으로 AI 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안으로
채팅 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데이터, 구글
캘린더 등 스케줄 정보 연동 기능 제공으로 수집되는
일상 데이터, 검증된 척도를 통해 나온 수치 기반의
사용자 진단 데이터를 중점으로 운영하며, 해소책의
경우에는 충분한 해소책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
전문가의 추천과 사용자 설문을 통한 다방면 해소책
데이터 베이스를 수기로 구축 및 관리하고자 한다.

위 서비스 설계와 평가를 바탕으로 직장인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본인의 회사생활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현재 감정 상태를 진단 후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1 기능정의
본 서비스에서는 가상의 에이전트를 통한 발화 수집과
진단 문항에 대한 답변 수집이 중요하고, AI 활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스트레스 해소책을 추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1) 에이전트 ‘투유’, 2) 스케줄, 3)
마이페이지의 세가지 핵심 기능을 디자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2.3 서비스 평가
위 서비스 설계 요소를 바탕으로 1 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으며, 서비스의 당위성과 사용성 평가를 위해
직무 스트레스 관련 질의 및 프로토타입 시연 후
감상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성적인 인터뷰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 명(여 9, 남 1), 평균
나이는 만 26.7 살의 참가자들을 반구조적 인터뷰
방식(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진행하였고,
각각의 인터뷰는 약 30 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1:1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인터뷰
참가자의 동의 하에 녹음이 이루어 졌으며, 후에 녹음된
파일 혹은 설문지의 내용을 통해 오픈 코딩을 하였다.

3.1.1 에이전트 ‘투유’
본 서비스의 대화형 에이전트는 총 3 가지 타입으로
제공되며, 각각의 에이전트의 캐릭터와 말투를 다르게
설정해 사용자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대화형 에이전트
와 대화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느끼는 친근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토타입 개선점을 도출했다. 주요한
개선점은 아래와 같다.
"에이전트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해결책만
제시하기보다 맞장구 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P1,
여, 만 25 세)
"직책이나 직급에 맞게 말투가 다르게 변하면 좋을 것
같다." (P3, 남, 만 2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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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마이페이지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통해 진단된 직무 스트레스 별 수치와 감정 분석을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서비스의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서비스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총 3 가지의 지표를 제공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발화 감정 지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해
긍정, 중립, 부정의 비율을 수집하고 이를 아이콘과
퍼센트로 리포트 해 준다.
② 직무스트레스 지표: 직무스트레스 검사 후,
사용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별 수치를 요인 별
시각적인 분석이 간편한 방사형 그래프 방식으로
보여주고, 수치의 변화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바로 직전
검사 수치도 함께 리포트 해 준다.

그림 1 대화 상대 선택

③ 종합 지표: '투모로우'는 직무스트레스 측정 외에도
검증된 다양한 정신 건강 검사를 대화 중에 적용하여

3.1.2 스케줄
본 서비스는 개인화 데이터의 주요 수집 방식으로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대화 외 기존 구글 캘린더 등
개인의 스케줄 데이터를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대화형 에이전트가 대화를
하거나, 스케줄 이후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묻는 등
사용자의 일정을 세심히 반영하도록 디자인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점수와 그래프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종합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서비스의 신뢰감을 높인다.

그림 3 마이페이지 결과 분석 리포트

3.2 서비스 지속가능성
그림 2 스케줄 연동과 대화 반영

본 서비스의 가치가 개인의 회사 생활 중 일어나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있음으로, 단발성 진단에
그치지 않게 사용자의 스케줄과 대화,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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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활용한 개인화된
이력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지속 사용성을
높이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의 학습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하는 대화의 내용과 해소책 제안 내용을
고도화 할 수 있음이 기대된다. 또한 본 서비스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직무 스트레스 분야 상담사나 관련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 특히 퇴사
비율이 높은 1~3 년차 신입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형 인터랙션과 AI 기술을 활용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 서비스인 '투모로우'를
제안하였다. 본 서비스의 특징은 대화형 인터랙션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진단과 관련한 문항을 자연스럽게
수집해서 진단하고, 사용자가 사용한 단어를 수집해 AI
기술 중 감정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해소책을 적절히 제안하는 것이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 디자인 된 대화형
인터랙션의 제공 방식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서비스의 효용성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은 비단 1-3 년차 신입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4. 리쿠르트타임스, 기업 평균 퇴사율 18%, 1년차
이하 퇴사율 49%로 절반이 퇴사 (2019.07.30),
http://www.recruittime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85403
5.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 전망 (2018), 5-6.
6. 강민정, 사용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챗봇의 성격에
관한 연구 (2018), 320.
7. Z. Yu, Z. Xu, A. W. Black, and A. Rudnicky,
"Strategy and policy learning for nontaskoriented
conversational systems," In 17th Annual Meeting
of the Special Interest Group on Discourse and
Dialogue (2016), 404-412.
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 전망 (2018), 7.
9. 단비아이엔씨

‘danbee.Ai’

홈페이지,

https://danbee.ai/landing.html
10. 스캐터랩

‘PINGPONG

빌더’

홈페이지,

https://demo.pingpong.us/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본인이
몰랐던 현재 감정상태와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적절한 해소책을 제안 받음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회사 생활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심리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는데 의의를 가진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SK Creative Challenge 2019”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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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관심사, 기분,
관련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고, 심지어 제한된 시간

요약문
본 연구는 관람객의 작품 감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이다.

안에 관람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관람객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해서 미술 작품에 대한
해설 자료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Text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목적

mining)을 실시하여 각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인 최다
빈출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자들이 해당 단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들이 각 key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word 를 선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미술비평가의

전체적인 해설 뿐만 아니라 관람객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선택적이고 자세한 감상이 가능하다. 먼저

이용하면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와 같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본 서비스가 실제로 관람객의
감상에 도움을 주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기 위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연령의 30 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와

Wikipedia 를 비롯한 전문가와 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평론 및 해설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의미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를 비교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작품

감상에

도움이

정보만을 추출해 키워드를 제공하여 관람객이 자신의

되었음이

검증되었다.

관심사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2]. 하지만 감상자에게 편견

주제어

또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편향된 개인의 내용은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텍스트 마이닝 (Text

배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공통적이고, 사실로
전해지는 내용에 대한 설명만을 포함한다. 이는

Mining),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오디오

관람객에게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 (Audio Guide)

이와 같이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는 관람객들에게 선택의 자율을 주고 능동적인

1. 서 론

작품 감상이 가능하게 한다.

1.1 연구 배경

2. 기술적 배경

현재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가이드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모두 같은 설명만을 들려주는

2.1

기능이 전부이고,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한 사람들에
인터뷰에 의하면 내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내용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데이터 수집
Text mining 을 통해 유의미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줄줄이 따라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1]. 이는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평론과 비 전문가들이 자신이 느낀 것들을

현재 많은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로는 많은 관람객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써 놓은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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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사용하였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1 마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비전문가의 견해 차이

그림 1 은 마네의 ‘Spring’ 이란 작품에 대한 전문가와

그림 2 워드클라우드 예시

비 전문가의 견해 차이를 의미공간(sematic space)에
시각화한 도표이다. A(초록색)와 B(파란색)는
전문가의

의견과

Wikipedia

내용이고

C

워드 클라우드는 대표적인 텍스트 시각화 기법으로
최소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구성 요소인 형태소를

와

분석하고 그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결정하여
시각화 하는 방법으로 텍스트에서 키워드의 빈도를

D(붉은색)은 미술 평론 가의 해설 용이다. 이와 같이
같은 작품에 대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불일치는 대상

빠르고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6].

그림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와 관점을 보여준다.

3. 데이터 마이닝 오디오 가이드 구현

전문가는 작품의 역사적의 중요성에 더 집중하는 반면,
대중은 내용에 더 집중하는 견해가 있다 [3]. 이러한

3.1 오디오 가이드 구현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The starry night’을
선정하여 오디오 가이드를 구현하였다. 빈센트 반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1 키워드 추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고흐의 ‘The starry night’은 약 13,000 개의 단어로

첫 번째,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상대적으로 많은

구성된 해설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의 tidytext 와

전문가가 언급한 단어이다. 언급이 많다는 것은
그림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wordcloud 패키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및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서

시각화를 하였다. 그림 3 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화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문가 및 기사를
통해 각 그림에 해당하는 평론 및 해설 데이터를

한 결과물이다. 글자의 크기가 곧 빈도수를 의미한다.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비정형 텍스트 이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분석
방법인 키워드 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분석기법으로 비정형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 관계,
패턴을 도출하여 활용가치를 지닌 정보를 창출하는
기법이다[4]. 키워드 빈도분석을 위해서는 수집한
비정형 텍스트를 1 토큰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여기서
토큰은 의미 있는 텍스트 단위를 말하며 흔히 단어 그
자체를 일컫는다[5]. 토큰화 된 데이터에서
불용어(stop words)를 제외하고 남은 토큰 중 각

그림 3 ‘The starry night’ 워드클라우드 결과

하지만 starry, night, vincent, van, gogh 와 같이
그림의 제목 및 화가의 이름은 내용과 관계없이 자주

토큰의 빈도수를 측정한다. 빈도 수가 높은 토큰 중
작품의 이름 또는 작가의 이름과 같이 작품의 해설
내용과 관계없이 빈도가 높은 단어는 제외한 뒤 남은

나오는 단어로 key word 목록에서 제외한다. 추출한
key word 는 표 1 과 같다.

상위 단어 3 개 ~ 5 개를 추출한다. 여러 해설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많이 빈출 되는 단어의 경우 그
만큼 그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빈도

표 1 ’The starry night’의 key words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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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asylum

death

Theo, brother,
letter

Sky, star, village, moon, cypress, church 는 그림에
나타나는 요소들로 해당 key word 를 선택하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Asylum, death,
Theo, brother, letter 은 그림에 나타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key

시골을 보았다.“ 상상력과 기억에 뿌리를 둔 ‘THE
STARRY NIGHT’는 자연에 대한 반 고흐의 반응에 대한
내적, 주관적인 표현을 내포한다. 두껍고 빗자루로
쓸어내린 것 같은 브러시 스트로크에서 불꽃 같이
표현된 사이프러스는 휘젓는 하늘과 조용한 마을을
연결한다. 마을은 부분적으로 만들었으며 교회 첨탑은
반 고흐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연상시킨다.”

words 로 배경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ey
words 를 이용해 실제 App 을 만든 모습은 그림 3 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각 키워드에 대한 해설문은

같다. 그림 4 은 총 8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The

그림의 시각적인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starry night’의 오디오 가이드를 구현한 모습이다.
그림 4 의 ① 부분은 실제 그림을 삽입한 부분이다. ②

제작되었다 [7].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해설문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표 2 KEY WORDS 내용

부분은 그림의 제목과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

Key words

버튼이 있다. 해당 부분은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key word 선택을 원하지 않는

내용
이 풍경은 고흐가 정신병원 자신의

관람객은 해당 부분을 이용해 현재 제공하는 방식과

방에서 동쪽으로 난 창밖의 밤 하늘의

똑같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부분은
key word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람객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밤 하늘을 넓게
배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차가운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관람객은

청색조가

선택한 단어에 대해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에는 없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sky

해설은 미술 평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달과 별이 반짝이는 부분에는
흰색과
노란색이
꽤
강렬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한

가운데는 격렬하게 파도치는 모양의
거대한 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작품
전체를

생동감

넘치고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초승달,
하늘 여기저기에서 빛나고 있는 7 개의
별과 마치 화난 사람 두 명이 몸 싸움을
하듯

굽이치는

사이프러스
고요함과

기류가

지상의

나무와 마을에 감도는
대비되는
점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옆에서 다른 별 보다
star/moon

그림 4 Vincent Van Gogh 의 ‘The starry night’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입니다. 천문학적으로 실제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금성을 볼 수 있다고

오디오 가이드 구현 예시

합니다. 또한 고흐는 달의 상징적인
모습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초승달로

3.2 오디오 가이드 구성

달을

현재 미국 뉴욕의 MOMA 의 Vincent Van Gogh 의
‘The starry night’ 옆 벽에 붙어 있는 해설은 다음과

표현하였습니다.

평소

고흐는

천문학적으로 관심이 많아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도 별과 달을 가장 아름다운

같다.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고흐는 프랑스에서 그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일출 전 오랜 시간 동안 창문에서
아주 크게 보이는 아침 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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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레미 정신병원에서는 실제로 볼 수
없는 마을입니다. 높은 첨탑이 있는 이

유독
심신이
정상적인
아니었습니다. 심한 발작

마을의 모습은 고흐의 실제 마을의

있었으며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흐는 병실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에 자신의 상상을 더하여

보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고흐는
정신과

고향 마을을 더해 그렸습니다. (중략)

쇠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한 자신의 유년기를 보낸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행동을

자주

폐쇄적인
신체가
죽음과
더

많이

하였습니다.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그 고향 마을

고흐는 죽음 자체를 불행하게 생각하진

하늘 위로 그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않았습니다. 고흐가 천국처럼 생각하는

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cypress

비정상적인

상태가
증세가

좌측 하단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검푸른

별에 닿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기차를 탈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수 없듯이 살아서는 별에 갈 수 없다는

높게 솟아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는 별에 닿고 싶어하는 고흐의

말을 하곤 했는데 이는 고흐가 항상
죽음에 대해 자신이 언젠간 도달해야

death

바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이프러스는

하는 곳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고흐의 삶과 사후 세계를 잇는
매개체였습니다. 고흐가 자주 그렸던

보여줍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고흐는
살아생전 1 개의 작품만이 팔렸을

해바라기가 태양, 사랑, 삶, 낙관주의를

정도로 무명 화가에 불과했지만 그의

상징한다면 사이프러스 나무는 밤,
고독,
죽음을
상징합니다.
힘찬

죽음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생명력으로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르는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의 동생

사이프러스 나무는 생을 마감한 뒤 별에
닿고자 하는 고흐의 열망을 고스란히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샛별이 유독 반짝이는 밤 하늘에 대해

담았습니다.

묘사하는

이 그림은 그의 인생과 그의 종교적
신념 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o

내용이

나옵니다.

(중략)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작품에 대해서 동생 테오와 편지를 나눈

고흐는

얘기를 보면 고흐는 이 작품에 대한

종교적인 열의에 사로잡혀 목사, 복음
전도사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언급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자신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문제는 그가 신학 대학에 입학할 만큼

않는 실패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지도 않았고 성격도
격정적이었습니다. 종교적 헌신에 대한
church

4. 사용자 평가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교회 당국의
우려를 샀고 결국 종교인의 꿈도 그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흐에게
교회는

위선과

자기기만의

본 연구에서는 ‘The starry night’ 작품을 대상으로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와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장소로

오디오

여겨졌습니다. 그림에서도 마을의 작은
집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

asylum

이는

고흐에게

서비스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22~30 세 남, 여 3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5 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오지만 유독 교회만이 불이 꺼진
모습입니다.

가이드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t-test 를 실시하였으며, 그

있어서

소망을 잃은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 작품은 고흐가 고갱과 다투고 자신의

결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귀를

잘랐던

사건이

발생한

후

4.1 실험 설계 및 방법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일 때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고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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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 두 가지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했다. ‘The Starry Night’ 그림에 대해 기존의

못했다고 판단된다. 재방문 시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이드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오디오 가이드 각각을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은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보다

이용해 감상한 뒤, 각 실험자에게 다음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지에는 2 종류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보다

첫 번째는 흥미 유발, 정보 전달, 집중도로 그림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의 서비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를
재사용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5 점 척도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이다.

조사하였고 두 번째는 관람객이 각 오디오의 서비스를

4.3 기존 방식과 차이점

이용해본 후 각 서비스에 대하여 생각한 가격을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얻는 것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0~10,000 원 사이로 책정하게 하였다.
4.2 실험결과

보다 질이 좋을 수 있다[8].

최근 미술관에서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t-test 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 과 같다. O 는 기존에 사용하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보였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미술관의 반응,

방식의 오디오 가이드, N 은 새로운 방식의 오디오

홍보 등에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일반 대중의 의견을

가이드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디오
가이드 역시 키워드 추출을 이용한 가이드는 그동안

표 3 설문조사 t-test 결과

오디오

평균

표준편차

O

2.57

0.86

흥미유발
N

3.87

0.86

O

2.73

0.58

N

3.13

0.82

O

3.10

0.55

정보전달

엄숙한 분위기에서의 전문가들의 해설에서 벗어나
p-value

개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이 아닌

0.0000007

전시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9]. 이러한
시도에 맞춰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대중들이 시선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0.017

집중도

가능하게 한다.

5. 결론 및 토의

0.81
N

2.97

0.61

O

2.47

0.78

재방문

본 연구에서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의 한가지
대체방법을

2.97

0.61

O

2652

1010.1

가격
3750

정보

속에서

키워드를 통한 추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해당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그림의 스펙 정보

0.0003
N

방대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로 최근에 넷플릭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0.004
N

제사하였다.

1284.9

같은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림에

표 3 에 의하면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는 흥미 유발, 정보전달, 재방문 시 사용 여부,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새로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키워드 추천을 통한

오디오 가이드의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그림의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감상해야 하는지 가이드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람들은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보다 나의 관심사에 맞게 선택 가능한 오디오

역할과 작가의 배경 정보 같은 배경지식을 함께
제공하여 풍부한 그림 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이드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원하는 정보에

6. 향후 연구 계획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정보전달
면에서도 좋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오디오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은 차이가

가이드에 비해 그림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를 비시각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관람 도중 키워드 선택을 위해

청각 또는 촉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면, 뉴욕의
MOMA 에 전시된 ‘The starry night’의 정안인을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집중에 도움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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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5, 137–

위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고흐는 프랑스에서 그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일출 전

145.

오랜 시간동안 창문에서 아주 크게 보이는 아침 별

3. Z.Xiaoyu, Z. Ruohan. (2017). Participatory Art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시골을 보았다.’ 상상력과
기억에 뿌리를 둔 이 작품은 자연에 대한 고흐의

Museum: Collecting and Modeling Crowd
opinion. Poceedings of the Thirty-First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pp.5017-

반응에 대한 내적, 주관적인 표현을 내포한다. 두껍고
빗자루로 쓸어내린 것 같은 붓 터치에서 불꽃같이
표현된 사이프러스는 휘젓는 하늘과 조용한 마을을

5018.
4. 권선아, 김한나, 이수영.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한
미래교육
키워드
분석.
(2019).

연결한다. 마을은 부분적으로 만들었으며 교회 첨탑은
반 고흐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키워드의 종류를 작가의 주관적 표현, 작품 제작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vol.9).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pp. 11-23.

스타일, 물리적(시각적, 의미적) 요소 등으로 분류하여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물리적
요소에 대한 다섯가지 키워드는 [별, 사이프러스, 하늘,

5. Julia Silge, David Robinson, Park Jin Su.
(2019). Text Mining with R. O'Reilly Media,

마을, 교회 첨탑]이다. 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한

Inc.

시각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해설에서는 물리적
요소에 대한 키워드로 [마을, 사이프러스, 하늘, 달,

6. M. Han, Y. Kim, and C. Lee. (2017). Analysis
of News Regarding New Southeastern Airport

별]이 추출된다. 또한 각각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UsingText Mining Techniques, Smart Media
Journal (Vol.6).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pp. 48-

작가의 주관적 표현 그리고 시각 및 의미적 요소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54.

해설문은 Blind Touch(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명화를 3 차원 복제하여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오디오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다중 감각

7. 다중감각명화전. (2019). 성균관대학교
휴먼 ICT 융합 학과의 BlindTouch (시각장애인을

예술작품)에 활용되었다[7].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한 다중 감각 명화 감상 플랫폼) 전시; 전시장소:

오디오 해설의 경우 3 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에서는 종종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
8. G.Cole, C.Patrick, C.Cameron, M.R.Meredith.

1 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본인이 마치 그림속에 들어가

(2019). “It's almost like they're trying to hide

체험을 하듯 설명을 한다[1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키워드 추출방식을

it”: How User-Provided Image Descriptions
Have Failed to Make Twitter Accessible.

활용하여 키워드의 종류를 작가의 주관적 표현, 작품

WWW '19. ACM. pp 549-559

제작 스타일, 물리적(시각적, 의미적) 요소 등으로

9. 박혜원, 안형준. (2013). 미술관 맟 박물관에서의

분류하여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 활용 프레임웍에 대한 연구. 정보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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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청년 세대에는 우울감을 겪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무뎌지면서 더욱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20 대를
위한 멘탈 헬스 어플을 제안한다. 마치 서비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써 더욱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유도하고자 한다. 미술
치료의 기법 중 가장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림 일기
방식을 차용하여 서비스에 녹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와 사용자에게 유저
다이어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한 기획 및
컨셉 도출 후, AI 챗봇 캐릭터의 퍼소나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기획한 컨셉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기존 멘탈 헬스 케어 앱의
텍스트 인터랙션 방식이 아닌 그림을 통한 새로운

증상을 방치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신의
감정을 평소에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일상적인 우울감을 겪는 20 대의 감정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최근 멘탈 헬스를 위한 심리 관련 어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텍스트 기반의 어플로 자신의 감정을
글자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에 쉽고 흥미로운 접근으로 간단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미술은 아트테라피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멘탈 헬스 케어 수단으로써 증명된 치료
방법이다. 이를 차용한 미술 일기 서비스를 통해 20 대
멘탈 헬스 케어에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서비스의 목적은 완전한 치료보다는
일상적인 우울감을 겪거나 불안하여 간단한 미술 진단을
통해 20 대를 대상으로 치유하는 것을 돕는 목적에 있다.

인터랙션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2 연구 범위

주제어
20 대, 미술 치료, 인공지능(AI), 모바일 디자인, 멘탈
헬스, 심층 인터뷰, 유저 다이어리, 사용성 평가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울증 치료를 위한 의료 기관을 찾는 청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2 년에 5 만 2739 명에서 2018 년 9 만 8443 명으로
약 2 배 증가했으며, 세대별 증가율에서는 특히 20 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86.5%로 증가하여 매우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1] 평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적으로 겪는 우울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2,3] 따라서 이같은

본 연구는 미술 치료 기법 중 미술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미술 일기를
차용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한다. 미술 치료란,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나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하여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4]
김선현(2011)에 따르면, 정서 불안, 사회 적응, 우울증
등을 겪는 환자의 질병의 치유 과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성인에게 효과적이다.[5,6] 이를 평소 방어기제가 있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 하는
20 대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1.3 기술 가능성
인공 지능 챗봇 기술로 그림 분석을 하여 즉각적인 심리
진단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초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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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위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낙서 데이터세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들은 사물 인식 기술에서 통합된
방식(one-stage)으로 물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물체를
분류해주는 기술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챗봇을
통해 사용자의 그림과 사후 질문 답변 내용을 반영한
데이터 레이블링(Labeling)을 통해 학습 및 정확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박정현 외의
연구(2019)에서 미술 치료 기법 중 H-T-P 테스트를
인공지능으로 인식, 분석하여 기술적인 가능성이
증명되었다.[7]

진행 중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는 과정에서도 치유 가능
“단서를 계속 주거나, 지시문 외에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면 안돼요. ‘편안하신대로 그리세요’
라고 해요.”

진행 후

 내담자의 그림 그린 후 추가 대화를
통한 정확한 진단
 어플리케이션 내 진단 후, 전문가

연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낌.

“(그림에 대해)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음.
일대일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미술치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이런 식의 해석이나
설명은 절대 해주지 않음.”
“잠시라도 시원함을 느낀다던지, 해소가
되면 충분히 치료적인 부분 안에 있음”

1.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술 치료의 전반적 지식과 진행 방법을
파악하고자 문헌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다이어리 스터디와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미술
치료에 대한 인식 및 기존 심리 분석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였다.이를 통해 도출된 컨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챗봇과 사용자 퍼소나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른 주된 과업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2. 본론
2.1 기획 및 컨셉 도출
2.1.1 전문가 및 사용자 인터뷰
미술 치료에 대한 이해와 20 대의 심리 치료 시 주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 미술 치료학 전공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적
형식의 개방형 질문(open-ended)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내담하는 20 대의 특징과 상담 진행
순서로 구분하여 아래 표 1 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용자에게 2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20 대의 멘탈 모델에 적합한 멘탈 헬스 케어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번째로 20 대의 남, 녀 각각
2 명씩 총 4 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기존
심리 분석 테스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번째 방법론으로 다이어리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총
7 명에게 3 일 동안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글과 그림을
통해 일기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이어리 스터디의
목적은 글과 그림 일기 작성을 비교하여 각 방법이
어떠한 점에서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는 아래 표 2 에 정리하였다.
표 2. 사용자 다이어리 스터디 및 인터뷰 결과

종류

표 1. 전문가 인터뷰 결과

심리 분석
테스트

분류

인터뷰 결과

상담 시
20 대

 빠른 해결책을 원함
“ 빠른 해결책을 원하였음. 빠른 결과..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는? 단기간 내에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징

 방어기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성인은 그럴듯한 방어기제가 많아요.”
진행 전

 라포 쌓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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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하는 것, 재미 추구
 기대감 낮으나 적당한 신뢰도
추구
“친구들이랑 심심풀이로 해본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진짜 나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부분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다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통한
감정 표현

“관계라고 생각함. 결이 잘 맞아야 치료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통하고? 맞아야 치료
효과가 높아짐”

전반적인 인식

 그림 그리는 것 긍정적
 어떤 것을 그려야 할지 막막함.
“그림이 내 기분을 담기에는 더 좋은 것
같다. 그릴 때 좀 더 힐링이 되는 것 같다.
그림은 뭘 어떻게 그려야할지 모르겠음.
감이 안잡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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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서비스 기획
•

2.2 프로토타입 제작

미술 치료 관련 가이드 및 방향성

전문가와 사용자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먼저,
20 대에게 미술 치료 기법을 차용한 앱 서비스 제작 시
필요한 가이드 및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인은 아동이나 노인보다 방어기제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시에
사용자는 감정 표현을 말이나 글로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한다. 이 때, 특정 주제나
지시문과 같은 적당한 틀을 제공하여 쉽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무의식을 반영한
심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성취감을 느껴 사용자의
감정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사용자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술 치료의 일부인 ‘그림 일기’ 방식을
차용하고, 이를 ‘분석’해주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AI 챗봇 에이전트의 퍼소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

챗봇 캐릭터

챗봇 캐릭터 ‘크레몽’의 경우 미술 치유 어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편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태의 캐릭터를
설정하였다. 크레몽의 색상은 사용자 기분에 따라
제시되며, 변경이 가능하다. 강민정(2018)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심리 상담 시 챗봇에게 기대하는 말투는
다정한 말투이며 이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8] 그림 분석 시 심리 상담의 성격을 띄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챗봇 에이전트의
의인화를 통해 다정하고 친근한 성격과 말투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주된 기획 컨셉
5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 표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플을 기획하였다.
표 3. 기획 컨셉

기획 내용
즉각적인

20 대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보다는

그림 1 챗봇 에이전트 캐릭터 '크레몽'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선호
• AI 진단을 통한 즉각적인 분석
친밀감을
느낄
수

심리 상담 시 라포 형성 중요하며,
특히 성인의 경우 방어기제로 인한

있는

친근한 접근 필요
• 캐릭터 챗봇 에이전트 제공

유희적인

자신의 심리 테스트 결과에 대한
호기심, 재미 추구
• 미술 심리 테스트 컨셉
• 그림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미술 치료법 일부 차용)

성취감을
주는
신뢰에
대한
주관적
기대

•

시나리오

앞서 도출한 컨셉을 바탕으로 마치의 유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앱을 다운 받고, 회원가입 시 사용자에 대해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그림 도안을 추천해준다.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면, 크레몽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 결과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앱 내 사용자 일기 공간에 저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아래 그림에는 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정리해놓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통한 성취감
• 창작 활동을 통한 해소
• 그림 일기 모음을 책으로 제공
적당히 신뢰도 있는 분석 결과를 원함
• 미술 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
• 인터랙션을 통한 정확한 확인
• 더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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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청 후에는 이를 AI 가 즉시 분석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존재했다.
“엄청 기대됨.⋯ 그린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P7)”

‘크레몽’이 친근한 친구 같고, 그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크레몽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하였다.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귀찮지는

않았어요.(P3)”

하지만, 추후에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군이 있는 반면,
상담사를 추천해줄 경우 자신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각하게 되어 좌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인의 상태가 이래요 연결해주면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
너무 좌절해버릴거 같아.(P1)”

그림 2 챗봇 및 유저 시나리오

“(상담사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4)”

3.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앞서 기획한 5 가지 요소가 사용자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Adobe
XD 로 제작한 화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총 8 명의
20 대(여 3 명, 남 5 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자가 프로토타입 영상을 시청하기 전, 먼저 그림
그리기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하였다. 그림 그리기를 진행할 때 대부분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반응이었으며, 후에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사용자에게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여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 대의 정신 건강의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5 가지 인사이트를
(즉각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유희적인, 성취감을
주는, 적당한 신뢰감을 주는)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3 프로토타입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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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 ‘그림일기 멘탈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적인 그림 분석을
돕는다는 점과 텍스트 기반의 멘탈 헬스 케어 앱이 아닌
그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 멘탈 헬스 케어
앱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추후에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인층의 멘탈 헬스케어까지 확장하여 사용 될 수

3. 웃고 울고 화내고… 감정 표출이 건강 돕는다.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
?contid=2017040503116
4. 이화영 외 3명. 4인 4색 미술치료. 시그마프레스.
(2015)
5. 김선현. “통합의학 안에서 임상미술치료의 역할.”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1). 209-213.
6. 미술치료의 17가지 방법과 적용 가능한 질환들.

있음을 기대해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8983

참고 문헌
1. 연령대별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 질환은?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
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
=973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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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HTP 테스트를 통한 아동 그림 감성 분석
자동화 사전 연구.”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2019).
867-871.
8. 강민정. “사용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챗봇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18).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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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목적을

요약문
현대

교육의

트렌드인

‘구성주의’

설정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교육철학의

프로젝트중심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며, 이것의 구체적인 모델 예시는
‘프로젝트중심학습’이다.

팀을

이룬

여러

스스로

주제를

전

설정하고,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프로젝트의

절차를

계획하고, 팀원들과의 협업 및 조정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팀 간에 평가를 진행한다. 즉

명의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를 설정하고,
절차를 계획하고, 팀원들과 협업 및 조정을 거쳐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능력과 탐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그러나 팀 프로젝트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과업 수행의 부담 및 인간

교육적 효과로 인하여 대학⋅대학원에서도 이러한
학습 방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계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프로젝트중심학습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에 팀 프로젝트의 협업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AI 서비스 ‘김조원’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은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팀 프로젝트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과업을

팀원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수행해야 하므로 학습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관계에

적절한 회의 진행 및 정보 리서치 능력을 함양하여
프로젝트중심학습이 유발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이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이유미, 2015), 팀원들 간에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교수가

주제어

일일이 모든 팀에 개입하여 지도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전문적인 학습,

UX,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팀

원만한 갈등해결, 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중심학습, 조모임, 협업

것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1. 서 론

따라서 프로젝트중심학습의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1.1 서비스의 필요성
학습자들의

내부에

있는

지식들을

재구조화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기반하여 최근 국내 교육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팀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지식 및 방법론적인 도움을 주고,
모든 팀원들의 균등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팀원들 간의 관계에 갈등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고, 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편리성을
극대화하며 팀 프로젝트의 협업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며 이것의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1.2 서비스의 주제

한 모델로서 ‘프로젝트중심학습’(Kilpatrick, 1918)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학습은 주로 개인보다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며, 학습자들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의 융합과 혁신을 이루어
내는 팀 프로젝트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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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팀 프로젝트 도우미 ‘김조원’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팀

합을 맞춰 최고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의 협업 능력과 과업 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본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학습효과를

가치는 다음과 같다.

유도하고자 한다.

1) 이상적인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2. 서비스 설계

- 팀원들 간에 이상적인 역할 분배를 돕고 팀워크를

2.1 유저 조사
유저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진행

조사를

위하여

인터뷰와

네트노그라피

2) 회의 중에 일어나는 막힘들을 해결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팀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2, 30 대 성인 여성과 남성 대학(원)생

- 회의 중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리서치를

8 명을 대상으로 팀 프로젝트 경험에 관한 인터뷰를

수행할 정보원을 모를 때, 조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크게 ‘팀 프로젝트의 주제
및 전반적인 진행 방식’, ‘처음 보는 팀원들 간의 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
3) 회의 도중과 회의 후 자동 회의록 작성

프로젝트 시작 상황’, ‘팀 프로젝트의 과정’, ‘팀

- 라이브 회의록 및 스마트 회의록을 통해 회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팀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적인 에피소드’ 총 5 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맥락과 핵심 내용들을 한 눈에 정리

둘째, ‘팀플’, ‘조모임’, ‘팀프로젝트’, ‘협업’ 등의

2.3 서비스 블루프린트

주제어로 온라인 검색을 하는 네트노그라피를 통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경험에

‘김조원'은 챗봇 기반의 서비스이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발화 내용과

관하여 조사하였다.

인공지능이 서로 인터랙션을 이루며 진행된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인터뷰 및 네트노그라피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한
대학(원)생들의 팀 프로젝트 수행 시 주로 겪는 페인

도중’의

상황에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인트(Pain Point)는 프로젝트 초반에 팀원들 간에
래포 (Rapport)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팀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팀원들 간에 역할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일명 프리 라이더(Free-Rider) 문제가
발생하고, 회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팀원 중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팀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갈등이 생기고, 각자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김조원' 서비스 블루프린트

2.2 Concept Brief
위와 같은 유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팀 프로젝트 도우미

첫째, ‘김조원’은 학습자들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말을 하는 발화(량)과 키워드를 분석한다. 사용자들이

‘김조원’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학습자들은 그들의

회의 도중에 하게 되는 발화 내용들은 라이브

팀에 또 하나의 조원이 있다는 느낌으로 회의 전반
걸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똘똘한 김조원의 도움을

회의록으로 실시간 작성된다. 또한 한 팀원의
발화량이 현저히 적거나 한 팀원이 갑자기 언성을

요청할 수 있다.

높이는 경우 회의 진행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하여
팀원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캐치프레이즈는 ‘합(合) 그 이상의
화합(和合)을 위한 히든카드 김조원’ 으로,

둘째, 학습자들은 ‘김조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질문을 건넨다. 회의 도중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프로젝트중심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서로

때 혹은 회의 중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지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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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김조원’에게 물어보면 팀 프로젝트를 위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김조원’은 새로운
팀 프로젝트의 최초 생성 시 팀원들 간에 서로의 보유

엄선되고 가공된 전문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역량을

3. UX 디자인

확인할

보여준다.

3.1 유저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이를

수

있도록

통해

결과를

팀원들은

시각화하여

각자의

역량을

비교하며 합리적인 역할 분배를 할 수 있다.
2) 자기소개 / 아이스브레이킹
- 새로운 팀 프로젝트의 최초 생성 시 ‘김조원’은
팀원들 간에 서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김조원’은

각

팀원들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화자분리를 실시하게 된다.
- 인터뷰를 통한 유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팀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 및 친밀한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조원’은 유저들의
선택에 따라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제시하고
진행하며 팀원들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2 '김조원' 유저 시나리오

‘김조원’은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유저

3) 인공지능 서비스
- 팀 프로젝트 주제 입력 시 맞춤형 회의방법론 및
정보원 제공 : 팀의 조장이 ‘김조원’에게 팀 프로젝트

시나리오에도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인공지능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를 요약하자면 첫째,
팀원 A 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언성을 높였을 때

주제를 입력하면 ‘김조원’은 다른 사람들이 진행했던
역대 팀 프로젝트의 주제들을 검색한다. 그 후 비슷한

‘김조원’은 차분하게 말해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주제를 검색하여 그 주제에 적합한 회의 방법론과

팀원 B 가 회의를 하다가 발화량이 다른 팀원들에

자료조사에 유용한 정보원들을 추천한다.

비해 현저히 낮아졌을 때 ‘김조원’은 라이브 회의록을
보여주며 팀원 B 가 회의 맥락을 파악하여 의견을 낼

- 개인화된 UI : ‘김조원’은 각 팀원들의 목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UI 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팀원 중 한 명의 목소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팀원 C 가 프로젝트를
하는 도중 아이데이션과 자료 리서치에 어려움을
겪을 때 ‘김조원’에게 물어보면 엄선되고 가공된 관련

크기가 커지고 억양이 변화하였을 때 ‘김조원’은
팀원에게 조금 차분하게 말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는
팀원 중 한 명의 발화량이 심하게 적어질 때 그에게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3.2 서비스 및 기능 설계

라이브 회의록을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회의 맥락을

‘김조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능들을 회의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한

알려주며 말할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조장에게는 그 팀원의 의견도 물어볼 것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하며 모든 팀원들의 균등한 참여를 이끌어낸다.

1) 역할 분배

- 회의 도중 질문하기 : 회의를 하는 도중 아이데이션
방법이나 정보원 등 궁금한 점이 생기면 유저들은

- 인터뷰를 통한 유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팀

‘김조원’에게 챗봇 형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에서 팀원 간에 역할 분배가 사다리

‘김조원’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엄선되고

타기나 뽑기 등 무작위 방식으로 정해졌을 때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고 팀원들 간의 업무 배분이

가공된 정보들을 제공한다.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페인 포인트(Pain

4) 회의분석 레포트

Point)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조원’ 서비스는
유저들이 회원가입을 할 시 간단한 자가역량테스트를

- 팀 프로젝트 회의가 마무리되고 난 후 팀원들은
오늘의 회의 내용 전반을 되돌아보고 피드백할 수

수행하도록 한 후, 유저가 [리더십, 말하기, 글쓰기,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디자인, 리서치] 중 어떤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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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원’은 오늘의 회의 내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조원의 회의 평가 한 마디’, ‘팀원들의
발화량’, ‘오늘의 회의목표 및 과업 달성 현황’, ‘회의
내용 워드클라우드’, ‘팀원들의 과제 수행률’,
‘다음까지 할 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의 회의분석
레포트를 제공한다.
3.3 유저 테스팅

그림 5 역할 분배

2) 인공지능 서비스

그림 3 '김조원' 유저 테스팅

서비스 구체화를 위하여 20 대 대학(원)생 8 명과
함께 유저 테스팅을 진행하였다. 참가자에게 네 명의
팀원들이 팀 프로젝트 시 ‘김조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맥락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 후, UI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며 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6 챗봇과의 대화를 통한 회의방법론/정보원 추천

간단히 요약하면 ‘역할분배’ UI 에서는 각 역량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직관적일 것 같다는 의견,
‘라이브 회의록’ UI 에서는 정보의 오버로드는 회의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아이데이션 /
리서치 정보 제공’ UI 에서는 설명창이 별도의 탭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 ‘김조원의 발화
개입’ UI 에서는 정확한 개입이 신뢰도의 관건이라는
의견, ‘회의 분석 레포트’ UI 에서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정보 구조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4 최종 UI 프로토타입

그림 7 라이브 회의록

1) 역할 분배

그림 4 자가역량테스트

그림 8 ’김조원’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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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분석 레포트

대화에서도 충분히 화자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9 년 5 월, California University 와
Arizona State University 는 회의 상황에서의 발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시각화하는 Talk
Traces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의 마인즈맵 기업
역시 2019 년 6 월 화자분리를 통한 자동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API 도 공개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다자간의 대화를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성 분석을
할 데이터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STT(Speech-to-Text)로 전환된 문장 안에서 감성
분석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어, ‘김조원’ 서비스의

그림 9 '김조원' 회의 분석 레포트 UI

기술 구현 가능성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

3.5 유저 보이스

4. 결론

‘김조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질 수

여러 명의 팀원들이 모인 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있는 대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중심학습은 하나의 팀 목표를 가지고 상호

1.’김조원’이 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해주나요?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능동적인 과제
정의 및 과제 해결의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에

- 김조원은 팀의 리더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또
하나의 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조원은
팀프로젝트를 처음 해보거나 미숙한 이용자들에게는
회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없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탐구정신을 함양하고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중심학습은 21 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리더가 팀원들의 균등한

인재 양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 의의와는 달리,
교수자는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전반에 개입하여

2.‘김조원’이 추천하는 정보원은 믿을만 한가요?

지도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팀 프로젝트를 처음

- 네, 그렇습니다. 김조원이 제공하는 답변은 팀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물 및 서적, 그리고 최근 5 년간
대학교 내 팀프로젝트 주제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과제를 수행할 때는 회의
방법론 및 정보 검색 등에 미숙하고 팀원들 간에

진행한 결과 산출된 자료들입니다. 정보전문가
(사서)들에 의해 엄선된 정보원과 교육공학

것에 서투르다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발견할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가공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 배려하고 조율하는
수 있었다.

자료들을

제공하며 정보의 출처도 제공합니다. 김조원은
이용자들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더 적절한 정보를

이에 팀 프로젝트의 협업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AI 서비스 ‘김조원’을 제안하여 팀 프로젝트의 전, 중,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학습할 것입니다.
3.’김조원’이

작성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인가요?

회의록은

후의 과정에서 팀원들을 ‘도와주고자’ 한다.
‘김조원’은 팀의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효과적이고

해주거나 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끄는
서비스가 아니다. 팀원들의 균등한 역할 분배를 돕고,
팀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회의 방법론과 정보원을

- 김조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록/회의 분석
레포트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들은 개인 성향이나

추천하고, 팀 프로젝트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상황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시각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조원은 관련 없는 발화를 최대한

중재를 돕고, 팀 프로젝트 내에서 생기는 궁금증에
해결책을 추천하고, 회의가 끝난 후 오늘 회의를

제거하고 명확한 화자 분리 시스템을 통해 압축적인

피드백하고

스마트 회의록을 제공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서비스이다.

3.6 기술적 실현 가능성

대학(원)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에서 겪을 수

2018 년 10 월, 구글에서는 ‘Fully Supervised

있는 모든 시행착오, 갈등, 실패들을 미리 겪어보며

Speaker Diariza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자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팀 프로젝트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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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팀 프로젝트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다양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사회에서 팀
프로젝트는 필수적이다. 이에 ‘김조원’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팀 프로젝트에서 겪는 많은 문제점들의
해결을 돕고 배움을 통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대학(원) 시절에 ‘김조원’을
사용한 유저들은 창의⋅융합적인 사고, 정보 탐색
능력, 갈등 대처 능력, 협업 능력 등을 함양하고 이를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 문헌
1. Kilpatrick, W. (1918). The project method. The
Teachers College Record, 19 (4), 319-335.
2. 이유미. (2015). 대학생 팀 프로젝트 수행에서
나타나는
갈등
관리와
인식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47(), 5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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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의

요약문
본 연구는 외식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챗봇
서비스 기회를 발굴하여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린 UX 방법론을
활용하여 10 일 간 최소한의 기능을 통해 챗봇
에이전트의 페르소나, 챗봇 서비스의 흐름도, 챗봇
기능의 경계설정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재이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챗봇의 예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1]

특히

외식산업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비율은 매우 높은데,
외식산업의 급격한 외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창업 대비
폐업률이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2]
한편,
고객진입용이성,
사업홍보용이성,
상품이동용이성, 고객확보용이성의 네 가지 요소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3],

있는 성격이 유머있는 성격보다 재이용에 더 큰 영향을

소규모 창업의 실패 요인으로 홍보전략 부재, 홍보-

끼쳤으며,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 서비스 흐름을
작성하고, ‘목적’, ‘가격’, ‘위치’ 등 범주화된 개념을

판촉 전략 미흡이 지적되는 등[4] 외식산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통해 챗봇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린 UX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식산업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방법론을 빠르게 적용하는 사례로, 소상공인과 고객의
상충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챗봇
서비스를

효율적 홍보 플랫폼에 대한 니즈를 한 축으로 HCI 적
접근을 통한 고객의 니즈파악과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2. 린 UX 방법론과 챗봇 서비스
2.1 린 UX 방법론

Chatbot, Lean UX, Service design, MVP, Marketing,
Persona, Flow Chart, Chatbot Function

린 UX 는 제품의 진정한 본질을 끌어내는 기법으로
빠르고 다분야 융합적인 방법을 강조하며, 목표 제품의

1. 서 론

실제 경험에 대한 상호이해 형성에 집중한다. 린 UX 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생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으로
서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
개발 주기를 단축하여 빠르게 개발하여 검증하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agile development), ‘제작-측정학습’이라는 순환을 통해 빠른 피드백을 반영하는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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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방법론의 세 가지 기본 토대를 갖는다.[5] 본
연구는 린 UX 방법론을 챗봇 서비스 디자인에

마지막으로 챗봇 서비스의 기능을 무엇까지
경계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챗봇이 할 수 있는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최소 기간 동안 빠른 제작과

기능을 설정해두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측정을 통해 서비스를 디자인하였다.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류가 반복될 경우, 사용자는
챗봇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사용성에

2.2 챗봇 서비스

치명적인

본 연구는 2019 년 9 월 7 일 20 대 대학생 3 명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면접과 기존 홍보채널(앱 :

결함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설정과 설득적 인터랙션 방안이
필요하다.

다이닝코드, 망고플레이트, SNS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을 분석하여 ‘검색의 부정확성’, ‘검색
결과에 대한 불신’,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 반영 실패’
등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였고, 이를 챗봇 서비스를 통해

본 연구는 린 UX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쉽고 빠르게 MVP(Minimum Viable

해결하고자 하였다.

Product)를 제작하여 1) 챗봇 에이전트의 페르소나와

챗봇은 일정 규칙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알고리즘이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6] 최근 챗봇은 중요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은 챗봇을

2) 사용자와의 실제 대화를 반영한 서비스 흐름을
도식화하고 3) 사용자의 니즈 범주화를 통해 핵심
기능을 도출하여 외식산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고객
유치용 챗봇 서비스를 디자인하였다.

도입함으로써 마케팅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개인 맞춤화를 통한 서비스질의 향상, 24 시간
고객응대를 통한 신속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수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MVP 제작

있다.[7]
그러나, 챗봇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본 연구는 신촌 지역 20 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있다. 우선, 챗봇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맛집

설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유정 외(2017)의
연구에서 챗봇 에이전트의 정체성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자가

지각하는

신뢰도와

친밀감이

다르게

나타나며,

에이전트 정체성의 조절만으로도 콘텐츠 개발, 말투의
조절 등과 같은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8] 또한 챗봇은

추천

서비스

‘밥먹자’

음식점을

채널을

추천해달라는

생성하였다.
요청을

하면

연구자들이 순서를 나누어 응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촌 지역의 외식업체를 적정인원, 메뉴,
분위기,

가격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를 추천하였다. 연구자의 답변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 연구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양방향적
인터랙션이므로
사용자가
대화하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사용자의 의도와

최대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답변을 진행하였다. 제작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용자를 모집하였다.

챗봇 알고리즘의 흐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후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2 회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3.2 실험 진행

적절한 답을 주는 것을 넘어 정확한 맞춤형 콘텐츠를

2019 년 9 월 16 일부터 2019 년 9 월 26 일까지 10 일
간 총 389 건의 조회수와 30 건(1 건 제외)의 대화가

제공하기 위해선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의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발생하였다.
3.2.1 챗봇 에이전트의 페르소나

거부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자기노출을 유도하는 대화의 흐름이 중요하다. 한편,
사용자가 챗봇이 사람과 어설프게 비슷하다고 느끼게

외식업에서 SNS 홍보 효과와 관련하여 즐거움 요인과

된다면

나타났다.[11] 이에 본 연구는 챗봇의 성격을
‘유머있는(humorous)’와
‘예의있는(courteous)’으로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9]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실제 대화를 분석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성 요인이 구매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축을 나누어 즐거움 요소와 정보 요소를 각각 조작적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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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의 발화를 두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 과 같다.

3.2.2 챗봇 서비스의 흐름
본

연구는

Charmaz

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10]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 과정을

표 1. 답변자의 성격에 따른 서비스 재이용빈도

Characteristic

서비스 재이용빈도

Humorous

6

Courteous

16

거쳐 실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한 뒤, 서비스 흐름을
구상하였다.
표 2. 사용자 발화의도에 따른 범주화

A. 개방 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사용자의

발화의도

발견된 개념

발화를 ‘발화의도’를 기준으로 개념화 한 후,

환영

인사

의미가 밀접한 개념끼리 범주화하여 ‘환영’,
‘감사’, ‘추천’, ‘방문목적’ 등 총 15 개의

공감

동의, 은어, 이모티콘

개념을 도출하였다. 범주화의 결과는 표

감사

존대, 하대

추천

호, 불호

작별

재이용약속

위치

가까움, 신촌

가격

저렴

메뉴

한식, 중식, 일식, 베트남, 간식, 카페

목적

저녁식사, 데이트, 소개팅, 점심식사

인원

혼밥, 친구, 단체

매장

위생, 결제수단

기타

자기 정보

확인

의도파악

불만

비꼼, 타율적

유머

장난, 과장

2 와 같다.

B. 축 코딩(axial coding)
축 코딩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발화시점에
따라 어떤 개념이 등장하는지 분류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 범주는 시간 순서로
사용자의 첫 발화, 두 번째 발화, 세 번째
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 코딩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3.2.3 챗봇 기능의 경계 설정
챗봇의 기능은 상기 개방 코딩을 통해 추출된
범주화된 개념으로 구분지어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개념을 통해 ‘환영인사’, ‘이용목적에 따른 추천’,
‘가격에 따른 추천’, ‘동행 인원 수에 따른 추천’,
‘위치에 따른 추천’, ‘작별인사’, ‘DB에 구축된 매장이
없을 시, 양해 구하기’ 등의 기능을 고안하였다.

그림 1. 사용자의 발화 시점별 범주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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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 및 피드백
3.3.1 챗봇 에이전트의 페르소나
챗봇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는 유머러스한 성격보다
예의바른

성격에서

재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유머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친밀하게 유지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 차 프로토타입 챗봇 구현을
위해 두 가지 성격을 에이전트의 프로필 이미지에
융합하였으며, 챗봇의 페르소나는 ‘예의바른 성격’을
띄고, 발화 내용은 정보 위주로 설계하여 그림 2 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그림 3. 챗봇 서비스 흐름도

3.3.3 챗봇 기능 경계 설정
서비스 프로토타입 운영 결과, 2 차 프로토타입 챗봇
서비스는 사용자의 방문목적을 고려한 추천이
주기능으로 이루어지며, 부기능으로 메뉴별 가격정보,
매장정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린 UX 방법론을 적용하여 단기간 내에
챗봇 서비스를 디자인하였다. 최근 마케팅 용도의

그림 2. 챗봇 페르소나 및 발화 예시

챗봇이 등장하고 있으나, 단순 고객응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안은
3.3.2 챗봇 서비스의 흐름

의의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챗봇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충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니즈의 접점을 통해 기회요소를 발굴했다는

대다수의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이용목적을 먼저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매장을 먼저
제시해주는

것이

사용자의

니즈에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적합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도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2 차
프로토타입 챗봇을 개발하여 사용성, 유용성, 감성을

호불호에 따라 원하는 가격대, 동행 인원 수, 현재
위치 등을 순차적으로 물어보도록 디자인하였다.

검증하고, 챗봇의 추천이 실제 구매행위에 영향을

서비스 흐름도는 그림 3 와 같다.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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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Belk(2014)는
셀피를 SNS 에서의 자아 소비의 실행(selfconsumption practice)으로 정의하여 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상업적 이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한다.
스스로 생산하고 전시하는 자기 이미지로서의
셀피는 한정된 텍스트와 사진을 통한 가상의
소통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점유물처럼 보이는 이러한 셀피 역시
노년층에게도 새로운 일상의 즐거움과 유용함을
지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노년층
유저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도 있다. (Broady 외
2010)

Abstract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50 대 60 세대에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층을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에 진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노년층에
특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얼굴인식(facerecognition)기술을 활용한 셀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진행한 사용자 연구이다. 현재
온라인에 나와 있는 셀피(Selfie) 어플리케이션
들은 대부분 뷰티나 엔터테이먼트 중심의 사진을
찍어 보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셀피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노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과 기능인지의
니즈를 확인해보고, 현재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더불어 셀피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다른 목적과 기능의
셀피와 관련된 대안적 의사를 폭넓게 타진해 보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사용자층은 한국의
중소도시(농촌포함) 지역과 서울 등 대도시의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유저그룹으로 정하고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바일의 소통 기능과는
달리 셀피는 개인의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기대하는 기능도 기존의 셀피 앱 들과는
달랐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용자 경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얼굴인식기술의
새로운
적용을
타진하면서 노년층의 일상에 즐거움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이스 인터페이스
중심 앱을 위한 서비스 디렉션과 인터랙션 프레임을
디자인하였다.

1.2. Research process and methodology
본 연구의 연구 프로세스는 위 < Figure 1>에서 위
첫번째 ‘Stage1’에 해당한다.

Keyword: Senior Selfie App, UXR, VoiceInterface, Face-recognition tech.
Figure 1 Research Process

1. Introduction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포함하여 사용자 경험
연구(UXR)를 그 연구 방법론으로 정량분석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노년층 사용자의 일상에서의
경험과 행태 그리고 감성 등을 폭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서베이보다 대면 인터뷰를 택한 이유는 대상 유저가
노년층이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행태와 셀피 관련 이해도를 일상의 디지털

1.1. Background of research
최근 개인이 셀피를 찍어서 온라인의 소시얼미디어
사이트나 앱에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Frosh, 2017; Rettberg, 2014;
Roberts and Koliska, 2017) 자신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는 의미의 셀피(‘Selfie’, Oxford
dictionary, 2016)는 SNS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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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석 데이터를 얻고자
함이었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두 가지의 대상
페르소나를 만들고 이 중 한 페르소나를 솔루션에
가깝다고 정의하고 사용자 져니 맵을 만들었다.

Table1 Analysis on Selfie Applications
Company/
App

Main
Functions

SNOW,Inc/
SNOW

Beauty

2. Literature Reviews

Special
features

•AR makeup
•photo editing
•everyday filter

User

over
3

and sticker
updating

2.1. 노인인구 증가와 스마트폰 사용자의 고령화
JellyBus
Inc./
Moldive

Beauty

•face filter/
collage

over
3

Lemon,Inc/
Ulike

Beauty

•real time face

over
3

editing
•video

•style and
position change
•makeup

Figure 2 Smartphone Users (age:55&over) in South
Korea from 2011 to 2017 (출처: KISDI ,2018 (9,429
household members of 4,203 households))

Snap Inc.
/
Snapchat

Fun

•AR camera
•chat
•various functions

over
12

급격히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비례도 현저히 변화되는 추세임을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2018 년 기준, 61.9 퍼센트의 인구가 시니어층
사용자임을 알 수 있다.

Face App
Inc./
FaceApp

Beauty/
Fun

•AI face editing
•age and gender

over
3

Beauty/
Fun

2.2. Research analysis on selfie applications

Meitu Ltd.
(China)
/
Meitu

Meitu Ltd.
(China) /
Meitu2

Beauty

•AI skin analysis

no
Serv
ice

Prisma
Lab
Inc./
Prisma

Fun
Camera

•photo editing
(Artwork) / AI

over
15

SELFE
/
Selfer

selfie for •voice guidance
blinder

본 연구는 현재 나와 있는 셀피 서비스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App)들을 조사해보고 그 대표
기능별로 하단의 <Table 1>과 같이 분석, 정리해
보았다. 대부분 이미지 위에 스타일을 덧입히는
것으로 셀피의 얼굴 사진 보정을 해주거나 캐릭터
등으로 재미를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았다. 그 중
하나인 SNOW 앱은 2 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기능이 추가된
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초상화 데이터를 딥러닝하여
성별을 바꿔주거나, 얼굴의 라인을 재설계해주기도
하는데 최근 MIT 과 IBM 이 공동연구한 결과로
나온 셀피 앱 프로그램은 AI 비지도 학습인
기반으로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활용하여 이미지 결과물의 조작을
마음대로 가능하게 해준다. 실재로 해당 앱들을
다운받아 사용성 테스트 들을 해 본 결과 많은
단계의 사용자의 참여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며
선택단계는 너무 많아서 본 연구의 사용자인
시니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러 기능들을 선택하는 버튼이 대부분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고 시니어들이 보기엔 너무 작은
사이즈로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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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8.3%가 ‘버튼이 있는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하였다. 스마트폰이 대형화되면서
손이 작은 아시아인들 특히 여성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은 다소 무겁고 크기도 한 손으로
핸들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User Interviews

Table 2 Reason of taking selfie
Figure 3 Field Research_User Interviews

인터뷰는 모두 20 명을 진행하였다. 성별은 남, 여
각각 10 명씩 50% 비율로 선정하였다. 50 대 후반이
45%로 가장 많았고 60 대가 15%, 70 대가 25%,
80 대 이상도 15%였다. 거주지역은 농촌 50%, 도시
50% (대도시 35%, 수도 또는 직할시 15%)의
비율로 진행하였다. 대부분 직계가족(40%) 과
살거나 배우자 (45%) 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부부로 구성된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진에 대한 경험 관련된
질문에는 ‘사진은 가끔 찍는다(40%)’, ‘자주
찍는다(40%)’로 답하여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경험은 ‘전혀 안 찍는다’라고 답한 10%의 나머지
90%가 모두 사진에 경험에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주 찍지 않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응답자들은
마을회관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매우 발달하여
굳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처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은 ‘6 년10 년 (4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3 년 – 5 년
(25%)’ 그리고 ‘10 년 전(25%)’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내 모습을 남기고 싶은 순간이어서

5 (25%)

그냥 재미로

5 (25%)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2 (10%)

풍경이 좋아서

1 (5%)

화면이 잘 나와서

1 (5%)

딱히 없다 / 그냥

6 (30%)

셀피의 부가기능으로는 현재 많이 유행하는 ‘얼굴을
젊게 보기에 만들어주는 셀카’ (15%)보다는
‘건강을 체크해 주는 셀카’(35%)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50%는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남기는
셀카’를 선택하였다. 또한 사진으로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다면 자주 셀피를 찍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나 되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10%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다.

Figure 3 Experience of Mobile Photography

Figure 5 Preference of Selfie Control

응답자의 니즈처럼 셀피를 찍을 때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음성명령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음성명령과 스크린을 터치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위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 중 80%가 ‘스크린 터치 없이 말로
사진을 찍겠다’고 답하였고 5%는 ‘제스츄어’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말로 사진을 찍을 때 선호하는
말로는 오프라인 사진을 찍을 때처럼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사진이 찍히는 것을 선호했고 ‘사진을
찍어줘’라는 말은 사용자가 하고 ‘하나 둘 셋’ 은 AI
기능이 답을 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Figure 4 Senior’s Experience of Mobile Selfie

인터뷰 참여자 중, 30 퍼센트의 시니어 유저들은
셀피를 찍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찍지
않았던 이유는 33.3%가 ‘기능을 잘 몰라서’라고
답하였고, 25%는 ‘화면의 버튼에 손가락이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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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ference of Selfie Taking Voice OSSrder

“셀카 찍어줘, 하나,둘,셋!”

8 (40%)

“찰-칵!”

5 (25%)

“자, 찍는다, 찰칵!”

2 (10%)

기타

5 (25%)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셀피 앱의
유저로서 두 명의 페르소나 타입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페르소나는 액티브 유저로 셀피를 찍는 것을
즐기고 이를 SNS 에 공유할 줄 아는 60 대 여성으로
정했고 다른 페르소나는 70 대 남성으로 포텐셜
유저로 정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현재 익숙하지
않으나 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룹에 속한다.

5. Design Insights for Senior Selfie Service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단계인
시니어 셀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용자의 니즈와 연결된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였다.
‘음성명령을 통한 인터랙션’, ‘안면인식기술과
연결된 서비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SNS
등 다른 기능과 쉬운 연동’, 등 네 가지의 디자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노년층 유저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화면의 터치에 관련하여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Lepicard 외, 201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용자들의 경험 연구 결과는 역시 셀피 촬영에 손
사용의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다.

 Voice control
AI 음성인식을 통해 셀피를 쉽게 찍을 수 있도록
하여 시니어의 접근성을 높인다. 불편한 버튼 터치
대신에 음성 명령을 통해 앱에 접근성을 높인다.

4. Parsona

 Connect with health care service
얼굴
하는
셀피
위한

인식 기술을 통해 이를 건강서비스 등과 연결
서비스를 개발한다. 단순한 미용 관련 앱이
촬영 등이 용이하지 않은 시니어들의 유입을
장치로써 건강과의 연결을 고려한다.

 Fun element for seniors
기존의 젊은 유저 대상의 스티커 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시니어 유저들만을 위한 새로운
‘재미’ 요소를 발굴한다. 시니어들의 삶의 활력을
위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6 User Persona1_Active user

 Easy connection with other SNS network
다른 SNS 들과의 연계를 통해 쉽게 셀피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잡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연구 결과 셀피를 찍는(그리고 찍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고 이는
기본적인 앱에 사용에 대한 니즈와 직결되어 있다.

6. User Journey Map of Voice-control
selfie
다음 <Figure 8>은 도출된 디자인 방향을
적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유저 져니맵이다. 두 명의
페르소나 중 액티브 유저인, 60 대 여성 시니어를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하루 일상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때는 앱을 써서 셀피를 찍고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User Persona2_Potential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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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lfie User Journey Map

7. Selfie Scenario Frame
연구의 최종 결과로서 시니어 셀피 앱을 위한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추출하였다. AI 기반
안면인식기술은 시니어들의 셀피 사용을 한층
용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셀피 앱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셀피를 찍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보이스 인터랙션을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기본의 데이터에 의해서 사용자의 얼굴색이
좋은지, 혹은 과다하게 부었는지, 다쳤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능 이외에
독거 노인 등에 대한 안전 확인 용도로도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음의 <Figure9>는 시니어를 위한 셀피 앱의
인터랙션 시나리오 프레임이다. 앱의 컨트롤은 음성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앱의 사용자인 시니어들이
매우 간단한 자신의 음성(좋아/ 싫어/찍어줘/보내줘
등)을 통해서 평소에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쉽게
앱을 사용해 셀피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니어 사용자가 단계별로 앱의 페이지 이동 시
결정을 내리는 선택사항도 여러 개가 아니고, 주로
Yes/No 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선택사항들은
인공지능 기능이 프로그램 된 시나리오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제안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Figure 9 Voice-control Selfie Scenario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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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1(3),
473–485.
http://doi.org/10.1111/j.14678535.2008.0091
4.x.

8. Conclusion
포브스는 한국 전체의 일천구백만 가구 중 99.2%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데 놀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Fobes, Jan2017) 사회의 노령화 속도 만큼
디지털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일상의 여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역시 이제는 젊은 층에서
시니어 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지 기반 SNS 플랫폼 특성으로 이미지를 통한
소통 증가와 셀피 노출의 증가로 발전되고있다.
(Lee, 2014) 이와 같이 시니어 유저 대상의 앱
개발은 현재 시기적절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

4.
Frosh, P., The gestural image: The
selfie, photography theory, and kinesthetic
soci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2015) 1607–1628. Google
Scholar
5.
Lepicard, G., & Vigouroux, N. (2010).
Touch screen user interfaces for older
subjects: Effect of the targets number and the
two hands use.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Including Subseries Lecture Not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cture Notes in
Bioinformatics), 6180LNCS(PART 2), 592–
599.
http://doi.org/10.1007/978-3-64214100-3_88.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시니어층의 사용을 확대
하기위한 진입단계의 앱으로써, 안면인식 기반
셀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에 목적을 두고
사용자 연구(UXR)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은
문헌연구와 관찰, 심층 인터뷰 등 사용자 경험
방법론을 통하여 셀피와 관련된 시니어의 일상적
니즈와 문화적 행동 양상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니어 중심 패르소나와
사용자 져니맵을 디자인하였다. 이 결과를 반영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추출해 내고 중심적인 사용자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6.
Mölken
M.,Rocca,J.,
Huic,
M.,
Hoedemakers,M.,
Karimi,M.,Multi-Criteria
Decision Analyses of integrated care for
multi-morbidity: results of four case studies
from the SELFIE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2019)(S1): A218, 1-8,

기술을 인간 중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사용자경험연구는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은 기술의 개발 후에 덧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며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를
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온라인 셀피 앱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의
소통 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시니어의 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안면인식기술이
잠금장치나 개인정보의 엑세스와 연결되어 셀피에
대한 개인보호나 정보 보완 역시 향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7.
Roberts, J., & Koliska, M. (2017).
Comparing the use of space in selfies on
Chinese Weibo and Twitter. Global Media and
China, 2(2), 1–16. CrossRefGoogle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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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 국내외 케어 로봇 현황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고령자들을 케어 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전 세계적으로 65 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하나로 로봇이 부각되고 있다. 고령자용 케어 로봇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 년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5 년 초고령 사회로의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은 다음 표 1 과 같다[2].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로 인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표 1. 각 국의 고령자용 케어 로봇 현황

높여주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 중

국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케어 로봇이

일본

대표 로봇

현황
1) 간병으로 인한 사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사용성을 지속시키는 로봇 디자인 역시

2) 간병 보조를 위한 로봇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로봇 사용에 있어 중요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기존의 모바일과
디자인이

아닌,

대화형

인터페이스

개발 프로젝트 진행

요소인
유사한

Robear(Japan)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한다. 두 가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미국

평가를 수행하여 고령자용 케어 로봇에 더 적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한다.

3)2014 년부터 '로봇
개호(介護) 기기개발과
도입 촉진사업' 진행
1)1942 년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 후
2036 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예상

주제어

2)최소한의 비용으로

고령자, 고령화 사회, 케어 로봇, 의인화, 인터페이스

1. 서론

최대의 노인복지를 실현
위한 로봇 복지사업
진행('A Roadmap for
US Robotics 2016)

ElliQ(US)

1.1 대한민국의 고령인구 실태

유럽

1)2012 년 1 월 부터
SILVER4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고령자들이
로봇과 함께 독립적인

2018 년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2017 년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7 년 후인 2025 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것으로 보도되고

프로그램 진행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Romeo(France)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로보케어에서 개발한 'SILBOT'이 가장
대표적인 고령자용 케어 로봇이다. 실벗(SILBOT)은
고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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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인식 및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자용 케어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에 요구되는

실벗의 경우 로봇을 운용하는 강사가 항상 있어야
하고, 일대 다수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HRI(Human-Robot Interaction)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HRI 연구 분야중 하나인

이후 댁내에 비치하여 사용 가능한 개인용 케어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대화를 수행하는 것을

로봇이 출시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개발한 '마이봄', 실벗을 개발한 로보케어에서 개발한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고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보미' 등이 있다.

로봇과 더 자연스럽고 뛰어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3].

본 연구에서 진행한 사용자 평가에서는 로보케어에서
개발한 '보미'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연구를

김희영[4]은

진행하였다.

특성과

실버

로봇의

로봇에서
특성을

사용자인

고려한

HRI

고령자의
UI(User

Interface)원칙으로
크게
학습성(predictability),
유연성(flexibility), 효율성(efficiency)를 제안하였다.

표 2. 고령자 케어 로봇 적용을 위한 HRI 의 UI 제안
UI 원칙

내용

세부 특성

Learnability
(학습성)

로봇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용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제어가 복잡하고
노인들에게는 익숙한

Familiarity
(친밀성),
Memorability
(기억성),
Intuitive

사용 대상이 아님. 이러한
로봇을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에 익숙해
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성),
Synthesizability
(상태의 가시성)

그림 1. 국내 케어로봇 개발 사례: 실벗(왼쪽 위),
마이봄(오른쪽 위), 보미(아래)

학습성(Learnability)이
중요함.
Flexibility
(유연성)

1.3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필요성
위의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 인구를 위한
로봇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적용에 대한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버로봇의 사용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연구가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된 케어 로봇인 ‘보미’의 인터페이스의 많은

Efficiency
(효율성)

부분이 보호자, 관리자 등의 제 3 자의 직접적인
통한

조작이

Personalization
(개인맞춤성),

때문에 상황에 맞게
알맞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노인들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지적 능력의 차이가

Substitutivity
(대체성),
Dialog
initiative
(대화 시작)

크고 개인별로 쇠퇴한
감각 기관이 다르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2000 년대 초중반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현장에서의

개입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하다.

로봇은 다양한 기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기

반드시

고령자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높은

로봇과 노인들과의
인터랙션에서 노인들이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한다.

Reachability
(접근성),
Persistency
(지속가능성),
Recoverability
(복구성),
Task
conformance
(수행성)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로봇이라는 존재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은 기능의 개발과 함께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가지게하고 꾸준히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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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미 2’의 경우, 고령자들이 모든 기능을 스스로

기존의 로봇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그림 4 참고)

제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보호자, 관리자
또는 의료진 등의 제 3 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와 새롭게 고안된 대화형 인터페이스(그림 5 참고)
두 가지를 제시된 시나리오에 알맞게 사용한 뒤,

로봇보다는 연동되는 모바일 어플에 많은 부분의

주관적 사용성 평가를 리커트 5 점 척도(5-point

기능 명령과 설정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고령자를 케어하기 위한 로봇들이 고령자

Likert scale)로 평가하였다.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로봇 인터페이스는
버튼이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연스럽고 친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자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 음성을 통한 대화 시스템(dialog
system)이다.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고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로봇과 더
자연스럽고 뛰어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5].
본 연구는 위의 표에서 제안된 고령자용 케어로봇의
HRI UI 제안 원칙에 따라 고령자용 케어로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고안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

중인

모바일

형식의

인터페이스와 비교하는 사용성평가를 진행하여
고령자 스스로의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대화형

그림 2. 보미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고안하여 고령자들의 사용서에 더
적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평가실험 연구
2.1 평가실험 참가자
평가실험 참가자는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없고
스마트폰 사용 경력이 있는 60 세 이상 남녀 고령자
9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남성 4 명, 여성
5 명; 평균 63.1 세).

2.2 평가실험 내용과 절차

그림 3. 고안된 대화형 인터페이스

평가실험 참가자는 총 2 가지 유형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재 ‘보미 2’에서 제공하고

3. 결과 및 분석

있는 ‘복약 알람’기능에 관한 ‘복약 정보 설정’ 기능을
평가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형식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존 인터페이스와 고안된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성 관련 요소들에 대한 평가 결과분석은

내용으로 고안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5 점

복약정보 입력방법의 편리성, 정보입력의 이해용이성,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평가하였다. 대화형

입력서비스 로봇 지속사용의도, 그리고 제 3 자의
도움없는
사용독립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인터페이스의 경우 실험 진행자가 문항을 참가자가
페이지를 넘기는 타이밍에 직접 소리내어 읽어주는

paired-T test 로 통계분석이 수행되었다(그림 4
참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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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인터페이스와 고안된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이해용이성, 지속사용의도, 사용독립성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적 비교 분석 그래프

첫 번째, 복약정보 입력방법의 편리성에서 고안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터페이스에 비해

인터페이스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케어 로봇을 사용하는 고령자들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편리성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나타냈다(t(8)=5.488,
p=.000).
즉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복약정보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두 번째, 정보입력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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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서로 다른 입력 인터페이스를
케어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평가결과는

기존

인터페이스에

비해

갖춘
대한

사례.
4. 김희영, 김현정. 실버 로봇의 사용성 증대를 위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칙의 적용. 한국디자인학회

인터페이스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은 사용의도를
보였다(t(8)=1.890, p=.048).
마지막으로

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번째,

제

3

자의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5.10), 24-25.
5. 양현식. 실버 로봇 영역에서 대화 시스템의 설계

도움없이

및 구현.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 (2012).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기존 인터페이스에
비해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8)=3.773, p=.003).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평가실험의 결과에서처럼,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에 알맞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자들로 하여금
로봇에 대해 친근감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고 이후
지속적인 사용으로 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케어 로봇이 제공하는 기능들 중 이러한 대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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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진 역시 여가 시장의 달라진 위상을 뒷받침하고

요약문

있다.[2]

여가 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주 52 시간제 도입과 워라밸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컨텐츠와 서비스 사업도 다양화되고 있다. 밀레니얼

의미)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사회 진출에

세대는 여가 활동 관련 산업의 주요 타겟이나 그들의

발맞춰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의 공급은 늘어나고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

있으나, 정작 그 주체인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찾아보기 힘들다. 쉼표는 쉬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제대로 파악한 서비스는 부재한 것을 발견하였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쉬고자 할 때 오랫동안 몰입할

적절한 여가 활동과 쉼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는

수 있는 명확한 형태의 여가 활동이나 쉼을 정립하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이다. 여러 차례의 유저 인터뷰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3] 또한, 여가 활동이

및 설문 조사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일하여 돈을 버는 것보다 훗날의 삶에 더욱 가치나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후 도출한 컨셉으로

효용을 더한다는 것에 확신을 줄만한 지표가 없다는

서비스 청사진과 스토리보드를 완성하였다. 문헌

것이 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 또다른 진입 장벽으로

조사를 기반으로 유저의 성향 및 사용 맥락에 맞게

작용하고 있다.

여가 활동을 분류하였고 이후 프로토타입에 대한 a/b

따라서 쉼표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밀레니얼

테스트 및 사용성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교화

세대 유저들의 성향과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였다. 쉼없이 달리기만 하고, 정작 쉬어야 할 때

제시할 것이다. 또한 여러 단계의 인터랙션과 지표들을

어떻게 쉬어야 할 지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통해 유저들의 여가 활동이 그들의 성향과 활동 양상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가 활동을 추천하여,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유저가 자기 주도적으로 설레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게

김미량의 논문에 따르면 (2012), 적극적인 여가 활동

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를 누리는 유저들은 자아 발견의 기회를 얻을 수

주제어

있다고 한다[4]. 따라서 쉼표를 이용한 유저들은

밀레니얼 세대, 사용자 경험, 인공지능, AI, 개인화,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

진정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 삶에 에너지를 채우고

추천 서비스, 여가

1.2 서비스 개요

1. 서 론

쉼표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맞춤 여가

1.1 기획 배경 및 목적

활동을 제안해주어 일상 속 설렘을 스스로 되찾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가 시장은 2015 년 94 조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입 단계에서 유저는 성향

원에서 2 년 사이 114 조 원의 규모로 성장했다고 한다.

테스트 및 여가 활동 선호를 기반으로 카드 소팅을

그뿐만 아니라 개인이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한다. 유저는 인터랙션 단계에서 여가 활동에 대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G 마켓과

피드백을 통해 차후의 추천을 정교화 할 수 있으며,

옥션과 같은 이커머스 시장의 여가 생활 용품 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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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기 탭 혹은 반대 성향의 추천을 제안 받을 수
있는 ‘반대가 끌리는 법’ 탭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게

추천 범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다양한 성향의

정보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거? 예를 들면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 정보가 없는게

유저들을 찾아보고 활동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는 소셜 탭, 리포트와 배지
정보

정보를 보여주는 마이 페이지 탭을 추가하여 유저들로

획득의

하여금 지속적으로 쉼표 서비스를 찾게 할 것이다.

어려움

힘들었다.”
여가 활동에 “생각을 행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다.”
대한 정보를
“취미를 찾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획득하기
어려움

“처음에 필라테스를 시작했을 때는 필라테스를 어디로
가야할지 알아보는 것부터 어려웠는데 한번 정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어려움은 없었다. 요즘 필라테스 학원이 많긴
한데 장소들을 다 직접 가봐야 시설이 어떤지 선생님들,

2. 서비스 내용 제안

수업 방식이 어떤지 알 수 있어서 힘들다. 가격 같은 것
알아내는게 어려웠다.”

2.1 유저 조사 및 유사 서비스 검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은

인터뷰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 활동을 저해하는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요인 세가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1)

사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여가 활동에 대한 의지는

여가 활동이

가져올 효용과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2)

있으나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지나치게 다양한 선택지에 선택을 주저하거나 3)

서비스가 이미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2]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페인

네트노그래피를 통해 개인 맞춤형 여가 추천 서비스의

포인트였다.

실현 가능성 및 시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어

다음으로는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밀레니얼 세대가

국내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안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유사 서비스 네 가지에 대한

10 명의 밀레니얼 세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하였다. 솜씨당, 프립, 탈잉, 주말에

인터뷰는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 활동 특성을 파악하는

뭐하지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목록과 주요 기능을

것을 목표로 하였고 표준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해 약

표 2 에 정리하였다.

30 분 정도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중 밀레니얼

표 2. 유사 서비스 조사

세대의 여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과 관련된 부분을 표

이름

1 에 정리하였다.

데이터

기능

한계점

쉼표에서
개선할 부분

표 1.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 활동 방해 요인 인터뷰 내용
요인

내용 요약

인터뷰 내용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찾더라도 내 수고를 들이는

데이터 기반

것에 비해 내가 얻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것만
보인다. 내가 겪을 리스크에 비해 리워드가 작아 보인다.

선택
결과에
대한
불확신

여가 활동이 그래서 도전을 꺼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중간에 갑자기 휴식시간에 생기면 어떻게 하면 가장
가져올
효용과

알차게 쓸지 고민하게 된다. 그걸 못했을 때 다운되고

클래스 및 공방
핸드메이드 상품
대표

솜씨당

지역
관심
분야

우울해진다.”

가치에 대한 “효과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
확신 부족 효과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조차도 쉬는 시간을

구입 가능
1:1 채팅 기능을
통한 문의 가능
리뷰 중심
커뮤니티 (리뷰
포인트)

활용 해야하고 그 시간이 없다. 새로운 방법으로 쉬었지만

개인 및 단체 참여

유저 성향

가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나에게 맞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가 더 증폭된다.”

원데이 클래스나
공방 체험
위주이며 유저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성인이 된
후 남은 여가시간에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취미 찾기는 계속 하고 있다. 매일 하는 중이다. 미래에

데이터를

대한 걱정, 어떤 취미를 가질 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는

지나치게
다양한
선택지

여가 활동 것 같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도전까지 이어지지
선택 시 않았다.”
고려할
“취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
요소가 너무 취미에 내가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인기 신규 클래스
소개
관심

프립

분야

클래스 상세 정보
확인 가능

가능하게 개선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유저가

수집하지 않아
처한 사용 맥락에
개인화되었다고
맞는 여가 활동을
보기 어려움
선택할 수 있음
동적인 여가 활동
콘텐츠 추가

리뷰 확인 가능

많아 선택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장소가 중요하다. 실내에서 하는건지 실외에서 하는건지,
어렵게 함

개인화된 추천이

넓은 여가 활동
범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혼자 하는 걸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걸 수도 있어서 취미 생활이 그 부분도
중요하다.”

재능 공유 플랫폼

탈잉

지역 및

(단기 클래스)

관심

리뷰 및 별점 확인

분야

가능
필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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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 수업 신청
가능

카테고리 및 관심
관심

LIFE
PLUS
(주말에

분야 정보 제공

분야

여가 이외의

성별

카테고리 다수

세대에게 더욱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함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때

업데이트 기간이
느리며 지리

활동 추천 기간

데이터를

단축

추천의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6] 쉼표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페이지 및 상세 페이지에

수집하지 않아

나이

필터링 및

싱글-

해시태그 기능

커플

1 주일 단위의 추천

자녀

여가 활동

뭐하지)

명확히 알아야

지리 정보데이터
추천이 여가
활용
활동의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유무

큐레이션 +

등등

맛집 축제 도서

아이콘과 추천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이는 특히 여가

소셜 커뮤니티

활동이 제공하는 효용과 가치에 대해 확신하기

기능

어려워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시 추천

기대된다.

기존 서비스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취향이 어떤

쉼표가 인공지능 활용의 범위를 ‘추천’으로 제한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플랫폼 형태임을

것은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것이 강한 자기

발견하였다. 유저 데이터 기반의 추천이 아니며 원데이

주도성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클래스나 공방 체험 위주의 상품을 나열하거나, 여가

추천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유저가 자신의

활동에 중요한 요소인 지리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아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와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유저의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한계를 보였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쉼표 서비스의 이용을 지속

2.2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방안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2.1 의 인터뷰 결과와 기존 유사 서비스들의 한계점을

미리 등록해 둔 정보 뿐만 아니라 유저의 사용 기록 및

보완하여 쉼표 서비스의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우선

횟수도 이용 시 주요 요인으로 제시할 것이다. [6]

밀레니얼 세대가 지나치게 다양한 선택지에 선택을

유저들은 쉼표의 추천 알고리즘에 유저의 자발적

주저하는 것 (표 1)을 극복하기 위해 쉼표는 가입

사용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단서들을 통해 여가 활동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시 본인의 자기 주도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얻고,

다층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화된 여가

이는 궁극적으로 자아 효능감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활동을

유저의

추천하고자

성향
한다.

및

활동

쉼표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Contents Based Filtering 과 Collaborative
Filtering 을 같이 사용하는 Hybrid Filtering 을

3. 서비스 디자인 제안

기반으로

3.1 UX 전략

하는데

가입

단계에서

성향

테스트

(유저를 16 가지 성향으로 분류) 및 선호 여가 활동

표 3. 유저 퍼소나 및 저니맵
이름: 강선혜 나이: 27 살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자취 (고향은 전주)
직업: 중견 기업 2 년차, 세후 250 만원 정도, 회사에서 분기별로 문화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Collaborative Filtering 의
문제점인 콜드 스타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 쉼표

25 만원이 나옴
성격: 사회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나, 주말엔 혼자 조용히 있고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로 예상된다. 인터랙션 과정에서

싶음
하루 일과: 프로젝트가 없을 땐 9 시 출근 6 시 퇴근, 프로젝트가 있을 땐

수집된 활동 로그와 피드백 역시 추천 알고리즘에
추가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게

9 시~10 시 퇴근

한다. 특히 선호하지 않는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

장소

수집에는 Implicit Data 를 활용하는 Latent Factor

유저 활동

Model 이 이용할 것이며, 이 Implicit Data 에는
기록

등이

포함된다.

Contents

Filtering 과 Collaborative Filtering 을
사용하되

활용

가중치가

각각

적용되며

어

성향

플

테스트

설

,카드

치

소팅

통

(2)

추천 받음

가
즐

여
리뷰

활동 탐색

알림

가

받음

즐

김

김
ㅇ

ㅇ

ㅇ
ㅇ

ㅇ

ㅇ

보
감정

집 / 회사

여

ㅇ

음

Based

여가

장소(1)

좋

클릭이나 검색을 해본 여가 활동, 소셜 탭에서의 활동
로그

추천 받은

집 / 회사

ㅇ

동시에

나

차후

개선을
위한

추천 근거를

리뷰 작성 UI
는 간단하게,

UX

제시한다

opt-out 기능을

넛지를

추가한다

추가한다

쁨

데이터셋이 쌓이면 딥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으로
전환된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이 정교화 되어 이후

전략

쉼표 서비스의 모델을 모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이용 맥락을
고려한

쉼표는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유저 퍼소나와 저니맵을

물론이다.

작성하였다. 이후 각 유저 활동 단계에서 개선 되어야

더불어 기존 서비스들과는 달리 쉼표가 추천하는 여가

할 지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전략적 UX 개선 방법을

활동에는 지리 데이터 및 유저의 성향과 시간, 예산,

작성하였다. 쉼표는 유저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팝업

동반인 선호 등을 종합한 매칭율이 포함된다는

알림을

차별성이 있어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밀레니얼

통해

유저를

서비스로

넛지

(부드러운

자극으로 유저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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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팝업 알림이 발송되는

종합한 종합 매칭율을 제시하여 각 활동 비교의 편의를

것은 쉼바구니 및 찜바구니에 담아 두었던 여가 활동의

높였다. 사진을 클릭하면 장소, 리뷰 등을 볼 수 있는

잔류가 일정 기간 이상 길어졌을 때, 혹은 여가 활동에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햄버거 메뉴에

대한 리뷰를 남기지 않아 활동 완료 여부가 모호할

끌리는 법’ 탭을 배치하여 서비스와의 인터랙션에서

때이다. 넛지를 위한 팝업 알림을 줄 때, “쉼표에 3 일

우연한 기쁨, 즉 세렌디피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상

님,

개인화된 추천 활동 이외에 이색적인 재미를 찾는 유저

쉼바구니에 담아둔 족욕 카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으로 일반적인 유저의 사용

약 300m 내에 있습니다!”와 같이 유저가 흥미를

맥락에서 벗어난 이색적 행복을 주고자 한다.

가질만한 콘텐츠와 함께 권유할 것이다. [7]

3.2.3 마이 페이지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보다는

“00

‘반대가

성향 테스트 결과, 유저 성향 리포트, 활동 내역 그리고
3.2 프로토타입 디자인 특징

배지가 보이는 곳이다. 유저 성향 리포트의 지표들을

3.2.1 회원가입

육각형 안에 시각화 하고 모핑 효과를 주어 유저 활동

회원가입 단계의 프로토타입에서 가장 특징적인

성향의 변화를 보기 쉽게 만들었다. 특정한 인터랙션을

부분은 유저가 MBTI 테스트를 변형한 성향 테스트를

통해 획득한 배지를 마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시행한 후, 16 개의 성향 중 한 가지의 성향을 부여받는

구성하였는데, 배지 획득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이다. 그림 1 의 회원가입 2 에서 보이듯 질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대한 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유저는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 의해

질문에

자발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

직관적인

대답을

제출하면

된다.

회원가입 1 은 성향 테스트 이후 진행하는 쉼표 카드
선택 단계로 유저가 이전에 했던 선호 활동과 앞으로

4. 종합 및 결론

해보고 싶은 활동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쉼표 카드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탈하는 유저가

쉼표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밀레니얼

없도록 a/b 테스트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질문 개수를

세대에게 맞춤 여가를 제안하여 일상 속 설렘을 찾게

도출해냈다. 카카오 OVEN 을 통해 2 가지 유형의

해주고자 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10 분 이내의 간단한 인터뷰를

서비스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그들의

통해 10 명에게서 결과를 도출했다. 유저가 중도에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다.

이탈하더라도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게 하여 서비스

따라서 쉼표는 여가 활동과 유저와의 매칭율, 활동을

이용 장애 요소가 적도록 하였다.

완료할 때 얻게 될 잉여 가치에 대한 근거와 지표를

3.2.2 메인 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의 메인 페이지 화면 상단을 보면 추천된 여가

유저 중심화된 여가 활동 콘텐츠와 적절한 곳에 배치된

활동 세가지에 대한 추천 근거가 아이콘 설명과 함께

유저 경험적 요소로 밀레니얼 세대가 지속 가능한 여가

제시되고 있다. 시간, 장소, 예산, 동반인 지표를

생활의 긍정적 결과를 향유하는 것이 쉼표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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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다. 쉼표의 유저들은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을 시도해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탐색하는데 필요했던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어쩌면 유저는 스스로조차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유저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것이고 결국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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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요약문

내용

므네모시네(Mnemosyne)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기억의 데이터화와 영구 보존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기억을 빠르게
회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억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전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주제어
웨어러블 디자인, 증강현실, AI, 클라우드, 사용자
경험 디자인/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1.1 제작 배경

그림 1. 므네모시네 개인정보 인식 화면

현대사회는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의학 기술 발
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 역
시 빠르게 진행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노화로 인한 기억력, 학습력 등 인지능력
저하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기
억력 감퇴 현상은 중/노년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어 더욱더 문제이며, 과도한
스트레스, 과음, 수면 부족, 우울증 등에서 비롯되는
가성치매, 디지털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발생하는
디지털 치매 등 원인은 아주 복합적이다. 이로 인해
건망증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겪는 사소한 불편부
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까지 하며 그 심각성
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기억을 데이터화하는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인
공지능을 통해 두뇌 클라우드를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므네모시네(MNEMOSYNE)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억을 데이터로 변환시켜 영구보존 및
공유가 가능한 두뇌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림 2. 므네모시네 서비스 플로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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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2.2 구성
AI가 웨어러블 카메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장소
등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억과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스 밸브 잠금, 미끄럼 방지, 접촉 화상 위험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AI 서비스>
최근 AI 기술 추세에 따르면 현재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사람처럼
외부의 정보를 인식 학습 추론 행동하는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각, 청각
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빠르고 쉽게
인식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다양한 AI 기술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유니티의 Ml Agent 라는
머신러닝 강화학습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Ml
Agent 는 연구자가 가장 효과적인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능형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연출한다.

<센서>
웨어러블 카메라 : 신체 일부에 부착하는 형태로
일상을 기록하며 데이터를 저장한다. 들어온 데이
터를 정리, 분석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그림3. 초소형 카메라
<앱 서비스>
5G와 AI를 합쳐 새로운 이노베이션 앱을 만들어 낸다.
5G 환경에서의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쌓여 더욱
정교해진다. 이를 통해 평상시 주변 위험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나누어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가 필요할 때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기억을 확장하여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향상해주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림 4. 이미지 인식 기능

3. 결론

<AR 서비스>

급속히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현대인
의 두뇌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두뇌 클라우
드의 구현으로 기억력 감퇴 현상의 보완과 학습력
증진은 물론, 현대사회 인간과 기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디지털기기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한다는 ‘디지
털 치매’라는 용어와 함께 기기 만능주의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치매는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 오히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신의 기억력을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AR 서비스는 5G 상용화와 결합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유니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 서비스를 연구 중이다. 우리는 그 중 물리적
오브젝트에 디지털 콘텐츠를 연결하기 위해
유니티의 Vuforia 를 이용한다. Vuforia 는 물리적
오브젝트에 디지털 콘텐츠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모델 타깃 및 이미지 타깃을 이용하여 위험 물체를
파악하게 한다. 그 후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감지한다. 또한, 주변 정보를 확인/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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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덜 들이며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
고, 동시에 사람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과 달리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멀티태스킹에 능숙해져 짧은 시간 안에 정보
를 파악하고 검색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더 창조
적인 정신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젠 삶의 일부가
된 기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무조건 멀리하
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기계와 기술은 인류
의 기본 생존 전략이며, 우리 몸의 일부로써 함께 상
호 공존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4.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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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본문

최근, 심정지 환자의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AED 와 CPR 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AED

2.1. 관련 사례

교육 및 CPR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정확하게 연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가상현실 속에서 AED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3].
위 연구에서는 시야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3D 로

주제어

만든 가상의 오브젝트이다. 고정 적외선(IR) 센서로

자동제세동기(AED), 심폐소생술(CPR),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스마트글라스(Smart Glasses),

느낌과 가상 속에서 보여지는 입체와는 사뭇 다른

위치 추적을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 하지만 위 연구는 실제 입체를 만지는

매직리프원(Magic Leap One), 교육(Education)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1. 서 론
2.2. 개발 목표 및 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각종 질환과 조기사망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1].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에

스마트글라스 중 하나인 '매직 리프 원(Magic Leap
One)'의 이미지트랙킹(Image Tracking)을 이용하여

앞서

더미의 위치를 인식한다.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한가지가 바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트랙킹 된 이미지와 더미의 위치를 인식시켜 주어
사용자의 눈에 알맞은 위치로 실제 상황 속에서 AED

있는 능력이다. 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05 년부터

및 CPR 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음성 및 가이드와

11 년 동안 1.5 배 증가해 2016 년에는 3 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시행률

함께 아두이노의 센서들을 이용하여 심정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증가로 인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11 년 전에

기술을 개발한다.

비해서 3.3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있다[2]. 하지만
여전히 심폐 소생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보다

2.3 구현

월등히 높다. 현대사회에는 고령화의 촉진, 그리고
심정지 발생 빈도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두이노 센서 값들의 장치들을 더미에 접합 시키고,

이러한

심폐소생술(Cardio

매직 리프 원(Magic Leap One)으로 값을 입력

Pulmonary Resuscitation, CPR) 및 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받는다. 매직 리프 원에서는 유니티에서 받은 값을
아두이노로 출력시켜 준다. 더미에서 부착된

사용법을

본

아두이노 센서 값들이 작동하게 되면 매직 리프 원을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속에서 AED 와 CPR 학습의 기능 및 구현

통해 사용자의 눈에 보여질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그림 1 과 같다.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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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아키텍처

2.3.1. Magic Leap One

그림 2 구현된 교육 시스템 플레이 이미지

증강현실(AR) 스마트글라스 장비로 이 장비를 통해
실제 공간에서 개발자가 만든 3D 모델링과 UI 를 볼
수 있다. 또한 헤드폰에서 음성 지원이 가능하여

2.3.4 평가

가이드

구현된 교육 시스템을 'KVRF 2019'에서 시연했으며,

역할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하여 사용자가 바라보는
모델링들을 고정시킬 수 있다.

이미지트랙킹을

시선에

따라

이 교육 시스템을 체험해 본 사람들 중에서 총
15 명(남성 7 명, 여성 6 명, 외국인 2 명)을 대상으로

3D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성 참가자의 경우

2.3.2. 아두이노

모두 CPR 과 AED 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으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두이노의
센서는
자이로센서,
초음파센서,
버튼센서, 블루투스 모듈의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이 CPR 을 하는 것만 보고 체험은 처음

자이로센서는 기울기를 측정하는 센서로 환자의

해보는 참가자도 있었다. 두 외국인 참가자는 CPR 과
AED 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 시스템을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적당한 각도로
더미의 목을 기울이는지를 측정하여 정보를
전달하는데 까지 확인하는 센서이다. 초음파 센서는

체험해

가까운 거리에 물체 혹은 사람이 있는지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센서를
확인하는지를 측정하여

통해서
정보를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시행하는 동작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
학습과정을 따라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 은

환자의 의식을
전달한다. 버튼

시연 이미지 이다.

센서는 사용자가 압력을 가했을 때 전해지는 정보를
확인하는 센서로 AED 와 전기충격기의 값을 입력
받기 위해 사용한 센서이다. 이 모든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매직리프원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각 상황 별로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면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올바른 동작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3.3 Unity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된 게임엔진으로 3D
모델링과 UI, 사운드를 제작하여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구현된 교육시스템의 플레이 이미지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3 시연 및 인터뷰 이미지

- 101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3. 결론
자동제세동기(AED)와

심폐소생술(CPR)

교육은

실습이 동반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널리
대중적으로 교육을 확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AR AED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AR 기반 사용자 맞춤 AED 및 CPR
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전문 교육자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실험을 거쳐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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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다인 동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자들의 동시 접속을

정비를 위해 가상의 정비 방을 생성 후, 정비방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다인

구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가상화를 통하여
HMD 유저 혹은 PC 유저에 대하여 동시에 같은

정비

서비스를

훈련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관리자는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상화의

기본

개념도는 그림 2 와 같다.

참관인의 역할을 겸하며, 참관인을 조작하여 생성된
가상의 방을 한꺼번에 제어하는 다인 동시 정비 훈련
시나리오를 연구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다인, 다자간, 네트워크기반 가상현실, 정비
훈련

1. 서 론

그림 2 가상화 기본 개념

1.1 유선네트워크 연결 방식의 VR 통신 환경

2. 본문

가상환경에서의 다인 동시 정비 개발은 주로 PC
기반으로 구현이 되며 유선 네트워크망에서 1 인의

2.1 다중 인원 접속 시스템

사용자는 1 대의 PC 와 1 대의 VR HMD 를

연구하고자 하는 가상 클라우드 기반의 다중 인원

제공받는다. 이는 아래의 그림 1 과 같다.

접속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 3 과 같다.

그림 1 유선네트워크 연결 기반 통신 예시

그림 3 가상 클라우드 기반 다중 인원 접속 시스템

유선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하여 다인 동시 접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

사용자가

한

2.2

공간에서 동시에 접속하여야 하는 공간적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콘텐츠내 참관인 난입 시스템

참관인 제어 방식 다중 협업 시스템의 참관인들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가상 클라우드에서의

훈련자들의 정비 훈련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곧 훈련 관리자의 역할을 가지게

동시 접속을 설계하였다.

된다. 참관인들이 훈련생이 훈련을 하고 있는 콘텐츠

위해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하여 콘텐츠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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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난입을 하여도 훈련생과 참관인의 훈련
과정을 동기화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진행하며 모든 정비 훈련은 하나의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구현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나리오 설계는 아래의

2.4 Photon 서버 활용

그림 4 와 같다.

다중 인원의 접속 및 관리는 가상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복잡한 네트워크 층을 관리할
수 있는 Photon 서버를 활용하여 5 인 이상의
다중인원 접속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Photon 서버는
Server-Client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별 콘텐츠가
불안정할 시 일부 시스템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Photon 서버에서 구축된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훈련자들은 선택한 정비 종류에 따라 각각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Photon 서버를 활용하여
구현한 콘텐츠는 그림 5,6 과 같다.

그림 5 Photon 서버 활용 다인 동시 접속 구현 1

그림 6 Photon 서버 활용 다인 동시 접속 구현 2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림 4 교육생 및 참관인 시나리오 로직

다인

2.3 참관인 제어 방식의 다중 협업 시스템

참가하는

시나리오를

연구하였다.

참관인 제어 방식의 다중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연구에서는 참관인 제어 방식의 가상 클라우드
기반에서 다수의 훈련자들이 원하는 정비 훈련
훈련에

훈련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시나리오 로직을 바탕으로

인원이 함께 같은 콘텐츠에서 협업을 할 수 있다. 본

선택하여

정비

참관인을 조작하여 생성된 가상의 방을 한꺼번에
제어하는 다인 동시 정비 훈련 시나리오를

참관인들이 속해 있는 팀 단위를 제어하면 대량의

콘텐츠를

동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시스템으로 확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시스템을

있다.

연구하였고, 30 인 동시 접속을 구현하고자 한다.
훈련자들은 선택한 정비 종류에 따라 각각의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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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실제 화재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받으면서 소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화재 및 소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촉각
정보를 제공하는 VR 기반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는 HMD, 화재 및 소화 상황이
구현된 가상환경, 다양한 촉각 정보(진동감, 냉열감,
부피감)들을 제공하는 햅틱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청각 감각과 다양한 촉각 감각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몰입감 있는 소방 체험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주제어
VR, 소방 체험,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스템, 햅틱
컨트롤러

1. 서론
소방청에서 조사한 자료(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 년간(2016~2018)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29,000 건이며, 화재에 의한 인명
피해 건수는 약 6800 건으로 추정된다[1]. 이에
소방청에서는
사람들의
화재
상황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재 상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VR 기반 소방 체험 시스템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있다[2]. 현재 VR 기반 소방 체험
시스템은 안전한 상황에서 실제 같은 화재 및 소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화재 상황에서의 사용자의
적절한 반응 및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소방 체험 프로그램에서부터 전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3].

환경, 소화기 형태의 컨트롤러로 구성된 VR 기반
소방 체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 이들 시스템은
화재 및 소화 상황에 대한 시∙청각 정보와 함께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의 촉각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제공하는 촉각 정보가 진동 모터를 활용한
(정적/단순) 진동감으로 한정된다. 화재 및
소방상황에서
사람은
진동감
외에도,
화재
현장에서의 뜨거움, 소화전에서 물이 분사될 때의
차가움, 물이 호스를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움직임,
호스 안의 물의 양이 달라질 때의 부피감과 같은
다양한 촉각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적/단순)
진동만으로는 충분한 촉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몰입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6],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촉각 감각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 체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화재 및 소화 상황에
대한 생생한 시∙청각 정보와 다양한 촉각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VR 기반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2. VR 기반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R 기반 멀티 모달 인터랙션
시스템은 1)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 HTC
VIVE 社), 2) 가상 환경, 3) 햅틱 컨트롤러로
구성된다(그림 1).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기술한다.

기존의 VR 기반 소방 체험 시스템을 살펴보면,
한국가상현실 社는 모션 인식 센서, 가상 환경, 상용
컨트롤러로 구성된 VR 기반 소방 체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4]. 김기정 등은 모션 인식 센서, 가상
그림 1 VR 기반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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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화재 및 소화 상황에 대한 시∙청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HTC VIVE
社의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어의 헤드 트레킹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가상 환경의 특정
부분을 주시하면 그 부분에 있는 물체를 선택할 수
있다.

2.2 가상 환경
본 연구의 가상 환경은 Unity 3D 프로그램,
C#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가상
환경은 소방 활동의 순서를 고려하여, 1) 소화전에
호스 연결, 2) 소화전의 밸브 조작, 3) 화재
현장으로의 이동, 4) 화재 진압의 총 4 가지
상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개발된 가상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방 활동의 순서와 그
내용을 체험할 수 있다(그림 2).

1) 동적 진동 모듈은 사용자에게 흐르는 듯한 진동
감각을 주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착한
2 개의 진동 모터(C0832BE03C15, Ineed
Electronics Limited 社)로 구성된다. 진동
모터들의 구동 시간과 진동 세기를 각각 제어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진동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마치 진동이 흐르는 듯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7].
2) 냉열감 모듈은 사용자에게 뜨거운 감각 또는
차가운 감각을 제공한다. 이 모듈은 펠티어
소자(CP85138,
CUI
DEVICES
社),
온도
센서(223Fμ3122-07U015 Thermistor, SEMITEC
社),
수냉
시스템(워터펌프(DWP-385R
6W,
MOTOR BANK 社), 물탱크, 호스)으로 구성된다.
펠티어 소자는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온도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며, 온도센서는
실시간으로 펠티어 소자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수냉 시스템은 펠티어 소자의 온도가
과열되거나 과랭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냉열감 모듈은 위 3 가지 구성요소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따뜻한 감각, 차가운 감각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냉열감 모듈

그림 2 가상 환경

2.3 햅틱 컨트롤러
본 연구의 햅틱 컨트롤러는 1) 동적 진동 모듈, 2)
냉열감 모듈, 3) 형상 변형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3).

3) 형상 변형 모듈은 사용자에게 부피감을
제공한다. 이 모듈은 파우치(공기 주머니), 공압
제어 모터(에어콤프레셔(FAC-5004, FALCON 社),
이젝터(VRE15HS-CK, KTEC 社)), 압력센서(33A150G-2210, 시바코리아 社), 호스로 구성된다.
파우치는 파우치 내부의 공기가 채워지거나
빠지면서 부피가 변하며, 이때 공압 제어 모터가
파우치에 공기를 넣어주거나 빼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압력센서는 파우치 내부의 공기 압력을
측정해준다(그림 5).

그림 5 형상 변형 모듈

그림 3 햅틱 컨트롤러

제안하는 시스템은 화재 및 소화 상황에 따라
시∙청각 정보와 다양한 촉각 정보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림 2-4)의 화재 진압 상황에서 a) 물이
호스를 지날 때 동적 진동 모듈이 진동이 흐르는
듯한 감각을 주고, b) 불 근처로 다가갈수록 냉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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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은 뜨거운 감각을 제공한다. 또한, c) 소화전을
열어 호스에 물이 유입되거나 멈추면서 호스의
부피가 변할 때에는 형상 변형 모듈이 부피감의
변화를 주고, d) 차가운 물이 분사되는 상황에서는
냉열감 모듈이 차가운 감각을 제공한다(표 1).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R 기반 멀티 모달
인터랙션 시스템은 소방 체험의 상황에 따라 실제
같은 시∙청각 정보와 그에 적합한 촉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사사의 글

표 1 4 가지 상황에 표현된 감각 및 촉각 제시 모듈

참고 문헌

상황

표현된 감각

촉각 제시 모듈

a

진동이 흐르는 듯한 감각

동적 진동 모듈

b

뜨거운 감각

냉열감 모듈

c

부피감

형상 변형 모듈

d

차가운 감각

냉열감 모듈

이 연구는 2017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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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방 상황에 대한 시∙청각 정보와 함께 다양한
촉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안하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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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VR 기반
체험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가상현실 社, VR 가상 재난안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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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용객이 특정 장소를 찾아가기에 쉽지 않으며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공항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에게
체크인,
출입국심사와 같은 기본 절차나 공항 내 다양한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서비스 이용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게 한다.

경험(UX)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용자 경험(UX)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안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모바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제안한다.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안내서비스 앱 디자인을

디자인 연구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인천공항 이용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Persona 를 작성하였다.

바란다.

주제어

이를

앱

서비스의

목적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전체적인 컨셉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떠한

사용자경험(UX)디자인, 서비스디자인, UI 디자인,
증강현실(A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경우에 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파악하였다.

서론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설정한 컨셉에 맞추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앱 디자인을 하였다.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 및 사례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6 천 8 백만 명의 여객처리로
국제여객운송 기준 세계 5 위 공항으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바탕으로

공항경제권으로의

도약과

2.1 증강현실 기술 용어 정의

더불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가상 객체를 실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2019 년 2 분기의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공항 이용에 어려움은

세계 위에 추가하여 보여주는 기술이다[2]. 현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확장세계에서의 사용자의 지능적,

존재한다. 1,208 천㎡의 매우 넓은 여객터미널은

직접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여[3], 사용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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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어려웠던 점이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에 대한 응답

2.2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사례 분석
‘윗츄[6]’와 같은 대부분의 국내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앱은 화면에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외의

분류

정보나 다른 기능들의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많다.
이는 사용자가 카메라를 보며 길을 찾을 때 시야를

공항 내
길찾기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길찾기 앱과 다르게 남은

• 특정 공항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게이트를 바로
알 수 없었음

‘AR 구글 맵[7]’은 평면 지도와 증강현실 화살표를
체크인

이용하여 현재 위치와 목적지로 가는 방향 등을
비교적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 줄 서는 곳이 달라 혼란스러웠음 (예,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할 때와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더 목적에 충실하다.

• 언제 기내 좌석을 정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음

하지만 현재 픽셀폰 이외에는 보급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수하물

• 기내 수하물 크기 규정을 쉽게 알 수 없었음
• 입국 시 수하물이 창구에서 언제 나올지 알 수

2.3 인천공항 가이드 앱 분석

없었음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작한 ‘인천공항 가이드[8]’는 공항
내외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앱이다.

인터뷰 결과, 사용자는 인천국제공항을 주로 방문하는
이유로는 해외여행이라고 답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 시 특정 장소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을 가장

주요 기능으로는 출입국 안내, 운항 정보, 주차안내
그리고 공항 내 길안내 기능이 있다. 인천공항 가이드
앱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쇼핑 및 이용시설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는 표 2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공항 내
안내표지판 참고, 직원에게 문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

검색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도 및
경로가 부정확하고 알아보기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가 모여 있는 면세점에서 특정 브랜드를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했다.

검색하여 찾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보아 앱으로

표 3.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앱에서 얻고
싶은 정보나 필요한 기능에 대한 응답

길을 찾는 것과 서비스를 안내 받는 것에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쉬운 길찾기와 편리한

분류

서비스 이용을 위해 AR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길안내

인천국제공항 안내서비스 앱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세 내용
• 넓은 공항 내 쉬운 길안내가 필요
• 비행기 탑승 게이트를 알려주는 기능

3. 인천국제공항 사용자 조사

• 최단 경로를 알려주는 기능

3.1 사용자 인터뷰

• 나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화장실, 편의점,
약국 등 편의시설 위치 안내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한 점과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19 년 9 월 24 일부터
26 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 미리 체크인 할 수 있는 기능
• 수하물을 부치고 탑승수속을 밟은 공항 내
이용 절차를 알려주는 기능

사람을 대상으로 총 4 명의 사용자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어려움과 필요한 기능으로 보아 사용자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항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표 1. 인터뷰 대상 인적사항
성별

있는 면세점을 찾기 어려웠음
어려웠음

정돈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이

• 화장실, 정수기, 흡연실 혹은 원하는 브랜드가
• 지하철 이용 시 공항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기

거리를 평면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없거나 GUI 또한

번호

상세 내용

직업

것을 알 수 있었다.

공항 방문 및 이용
횟수 (1 년 기준)

사용자 A

24

남

대학생

2~3 번

사용자 B

56

여

주부

1번

사용자 C

23

여

대학생

2번

사용자 D

22

여

대학생

3~4 번

3.2 Persona 작성을 통한 사용자 니즈 도출
사용자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 명의 Persona 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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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비스 시나리오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과 방문 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형 서비스 시나리오로 나타냈다.

그림 1 사용자 Persona 1

Persona 1 은 대학생으로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만, 복잡한 공항 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공항 내 쉽고 빠른 경로 안내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렵지 않게 공항을 이용하고
싶은 니즈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사용자 Persona 2

Persona 2 는 주부로 공항을 갈 일이 거의 없어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공항 내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항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길 원하며, 넓은 공항 안에서 길을 어렵지 않게 찾고
싶은 니즈를 가지고 있다.

4. 인천국제공항 안내서비스 앱 디자인
4.1 서비스 컨셉
그림 4 통합형 시나리오

4.3 GUI 디자인 컨셉

그림 3 Concept Brief

본 연구의 전반적인 컨셉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공항이
아닌,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앱이다. 편리성, 효율성,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림 5 GUI 디자인 컨셉

기능들을 통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증강현실

색상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파란색을 주된 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사용자의 전체적인 여정에

사용하였으며

관여하여 여행의 동반자 느낌을 전달한다.

차분한 느낌을 더했다. 폰트는 고딕체인 나눔스퀘어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아이콘은 선이 없는 평면적인

검은색,

회색,

흰색으로

세련되고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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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와 시간을 보여주고, 화면을
위로 올렸을 때 평면 지도를 함께 제공한다. 경로를

5. 인천국제공항 안내서비스 앱 디자인 결과
위 조사 분석과 디자인 과정을 바탕으로 앱의

선과 화살표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사용자가

대표화면을 디자인하였다.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가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길찾기와
체크인, 수하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AR
길안내 기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리성, 효율성, 정확성을 중요한
디자인 가치로 설정하였고 AR 길찾기 기능을 포함한
사용자 여정 중심의 인천국제공항 안내서비스 앱을
디자인하였다.
향후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그림 6 앱 화면 디자인 – 메인, 수하물 규정, 수하물 크기측정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본
연구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관련 연구와

앱에서 제공하는 체크인 기능을 완료했을 때의 ‘메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화면에서는 상단에 모바일 탑승권을 배치해 주요
정보를 한눈에 전달한다. 탑승권을 펼치면 탑승 수속,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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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 멀미는 가상 현실의 발전을 위해 연구되어야
할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많은 방법론
중 하나로 조도 조절을 통한 임장감 증진 및 멀미
감소가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의 조도 조절이
가상 멀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증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의 조도가 가상
멀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9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가상 세계 체험 전 실제 세계의
밝기(Bright vs. Dark)에 따른 가상 멀미 차이, 동공
크기의 변화, 임장감등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멀미가 유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의 밝기는 가상 멀미 또는
임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 멀미 및 임장감이 피험자의
실세계에서의 밝기 상태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실험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토, 메스꺼움, 땀 흘림 등을 유발하는 가상 멀미를
boosting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상 멀미
강화는 더 나아가 컨텐츠 제작자가 의도한 VR
경험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실세계에서 조도 조절을 진행하지만,
아직 현실의 조도 상태가 가상 멀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상현실, 가상 멀미, 임장감, 동공 크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상
현실에 들어가기 전 실제 세계에서의 밝기 상태에
따라 가상 현실에서의 멀미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현실 환경 상태(Bright vs.
Dark)에 따라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밝은 환경의 경우 어지럼증이 더 발생된 환경이기
때문에 밝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가상 멀미를 더
느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현실의 환경 상태가 실체 피험자의 신체 반응을
이끌어 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동공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 현실에서의 조도 상태 및
VR 체험이 피험자의 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서 론

2. 실험내용

주제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게임)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치료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VR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VR 의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2018 년 79 억 달러에서
2024 년까지 447 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거대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VR 을 메인
컨텐츠로 사용하는 VR 테마파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VR 컨텐츠의 체험에 앞서, 체험자의 신체적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VR 체험은 안전이 보장된 실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실내의
조도 상태, 특히 과도한 인공조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어지럼증은 VR 체험의 문제점 중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멀미와 비슷한 증상인 두통,

2.1 피험자
이
실험은
피험자를
모집하기
이전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승인되었다. 본교
내 광고를 통해 총 19 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다(M
= 23.6, SD = 2.2).
2.2 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Windows 10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고성능 데스크 탑에서 개발되었다.
피험자에게 몰입감을 주는 가상 환경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90fps 이상의 주사율과 대각선으로
110 도의 시야 각, 각 눈당 1440*1600 의 해상도를
가지는 Head-mounted display(VIVE Pro EYE,
HTC, 지역)을 사용하였다. 가상환경 내에서
피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VIVE
controller 를 사용하여 3m*3m 공간 내에서의
피험자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또한, VIV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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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밝은 환경 및 어두운 환경 개념도

EYE 에 내장된 eye-tracker 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동공 크기를 120fps 로 측정하였다. 밝은
환경에서의 전환 실험에서는 현실의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50cm 전방에 10cm x
10cm 크기의 조명 2 개를 부착하였으며, 어두운
환경에서의 전환 실험에서는 실험 환경을 소등하고
암막 커튼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였다.
2.3 가상 멀미 과제
이 연구는 피험자가 과제 수행 전 노출된 Pre
environment 의 밝기에 따라 그림 1 과 같이 밝은
환경(Bright)에서의
전환
조건
과
어두운
환경(Dark)에서의 전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각 피험자가 두 현실 밝기 조건(Bright vs.
Dark)을
모두
수행하는
within-subject
experiment design 으로 진행되었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적정수준의
유발시키기 위해 그림 2 와 같이 가상
환경에서 선반위에 놓여있는 책을 한글 자모
맞게 올바른 책장 위치에 정리하는
선택하였다. 과제의 수행 시간은 5
고정하였으며 피험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책을 정렬할 것을 요구하였다.

멀미를
도서관
순서에
과제를
분으로
최대한

그림 2) 가상 멀미 과제 예시

가상 도서관 환경으로 넘어가 피험자는 5 분간 책
정리를 시작하였다. (그림 2) 처음 과제를 시작했을
때와 과제 수행 도중 1 분간격으로 자동으로 나타나
는 FMS 응답지에 답변을 하도록 하여 총 6 번 FMS
수치를 기록하였다.
2.5 측정 변인

2.4 실험 절차
실험은 연습 시행,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시행에서는 가상환경 내에서 움직임, 책과의
상호작용, Fast Motion-sickness Scale 응답을
연습하였다. 본 시행은 Pre environment phase 의
조도 차이에 따라 밝은 환경(Bright), 어두운
환경(Dark)으로 2 BLOCK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BLOCK 은 Pre environment phase, Virtual
environment phase 로 구성되었다. 과제 수행에
있어 학습효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블록은
counter balanced 된 순서로 진행하였다.
Pre environment phase 에서 피험자는 벽에서
50cm 떨어진 거리의 의자에 앉힌 후 각 실험의
조건에 맞는 조도를 조성한후 5 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이어진 Virtual environment phase 에서
피험자는 HMD 를 착용하고 eye calibration 을
진행하였다. 이후 본 실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Fast Motion-sickness Scale (FMS). 피험자가
정해진 시간마다 현재 느끼고 있는 가상 멀미를
0 부터 20 사이의 숫자로 답변하는 설문방식이다[2].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 baseline 및
1 분마다 FMS 를 측정(총 6 회)하였다.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SSQ).

일반적인 가상 멀미의 정도를 묻는 4-point Likert
Scale 설문 방법으로[3], 매 조건의 과제가 종료된
후 SSQ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Pupil size. 피험자가 가상 멀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동공 크기(mm)를 측정하였다. 동공 크기는
1 분마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esence

Questionnaire
(PQ).
피험자가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임장감을 측정하는 7-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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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Scale 설문 방법으로[4], 매 조건의 과제가
종료된 후 PQ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실험결과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는 SPSS 25.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밝기 상태 (Bright vs. Dark) 및 체험
시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MS 및 pupil
size 에 대해 2 by 5 ANOVA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밝기 상태(Bright vs. Dark)에 따라 SSQ 및 PQ 에
대해 t-test 를 진행하였다.
3.1 가상 멀미 결과

그림 4) 가상 멀미 체험 시간에 따른 Pupil Size 변화

FMS 는 밝기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18) = .004, p = .950). 하지만, 체험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F(5,90) = 20.635, p
< .001, η2 = .534). (그림 3) 두 조건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5,90) = .384, p = .858).
이 때, 가상 환경 과제를 시작했을 당시의 FMS
baseline 에서 Bright 조건이 Dark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t(18)=2.036, p
= .057). SSQ 는 밝기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8) = -1.256, p = .225).
3.2 Pupil Size 결과
Pupil size 는 Bright 조건에서 Dark 조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1,18) = 20.779, p < .001, η2
= .536). 그리고, 체험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F(4,72) = 10.206, p < .001, η2 = .362). 또한, 두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4,72) =
6.393, p < .001, η2 = .262). Post-hoc 분석 결과
Bright 조건 내에서 체험 시간에 따라 pupil size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4,72) = 1.460, p
= .223). 하지만, Dark 조건 내에서 체험 시간에
따라 pupil size 가 점점 증가하였다 (F(4,72) =
17.258, p < .001, η2 = .489). 그리고 모든
시간에서 Bright 조건의 pupil size 가 Dark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ll ps < .01).

그림 3) 가상 멀미 체험 시간에 따른 FMS 변화

3.3 PQ 결과
PQ 는 밝기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8) = .992, p = .334).

4. 논의
본 연구는 현실의 밝기 상태가 밝을수록 가상
멀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Bright 조건에서
피험자는 더 많은 어지럼증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현실 체험 중에는 그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FMS 의
최종 값 (5 분), SSQ, PQ 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현실의 Bright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어지럼증은
가상 현실 체험이 발생하는 멀미감을 boosting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상 현실 체험이 주는 임장감을
해치는 효과 또한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eye-tracker 를 사용한 pupil size
분석을 통해, 현실 밝기 상태 및 VR 체험이
피험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스플레이를 눈에 근접시키는 VR
장비의
특성상
다소
높은
수준의
밝기
상태(실내에서 독서 등을 사용하였을 때의
밝기)에서 가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약 4.48mm 의
동공
크기를
가진다.
이는
고병욱[5]의
연구결과에서 20 대 피험자가 1200 lux 에서 보여준
동공 크기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밝은 조건에서
피험자가 더 큰 동공 크기를 보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밝은 환경의 경우 LED 등을 통해
일반적인 밝은 햇빛 아래에서의 밝기 환경에 놓였던
피험자가 HMD 를 착용하게 되어, 급격한 밝기
감소가 일어나 초기 동공 상태가 Dark 조건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실에서의 밝기 상태로 인한 요인이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데 있어 멀미감을
증폭시키거나, 임장감을 떨어뜨리지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밝기 변화를 pu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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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의 정량적 측정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상 현실
체험 공간을 설계할 때에 광원에 의한 멀미 효과가
핵심 요인이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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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다수의 인원 동시 접속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요약문

사용하고자 하는 서버는 Photon 서버이며 이는 그림

본 연구에서는 다중 정비 훈련을 위한 네트워크

1 과 같다.

접속환경 및 콘텐츠 제작 구현에서의 Photon 서버를
활용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인

2. 본문

가상환경 구축이 아닌 2 인 이상이 동시 협업하는

2.1 Photon 서버 활용

정비 훈련의 경우 PC 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접속 환경과 외부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가상 클라우드 기반의 다중 인원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photon 서버를 활용할 때

접속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 2 와 같다.

다중 협업시에 최적화를 위한 결과를 알아보고
연구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다중

협업,

네트워크기반

가상현실,

가상서버, 가상화, 클라우드, Photon

1. 서 론
1.1 무선네트워크 연결 방식의 VR 통신 환경
가상환경에서의 다중 협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유선

그림 2 가상 서버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조도

네트워크 연결 기반의 통신환경 시스템의 경우
주로 PC 기반으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선

다중 인원의 접속 및 관리는 가상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복잡한 네트워크 층을 관리할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여 구현한다. 이 경우 1 대의
PC 에 1 대의 VR HMD 을 연동하며 이 방식은
네트워크의 지연시간을 줄이고 다중 동시 훈련

수 있는 Photon 서버를 활용하여 다중인원 접속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Photon 서버는 Server-Client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별 콘텐츠가 불안정할 시 일부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그러나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다중

협업시에는

비용적,

공간적,

시스템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물리적인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2.2 Latency 최적화
가상현실 기반 다중 협력 정비 콘텐츠 솔루션 개발을
위해 당사에서 개발한 다중접속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량적 목표 항목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Latency 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그림 1 Photon 서버 로고

이에 반하여 클라우드는 시스템 가상화 기술을

전송되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개발중인

활용하여 다중 인원 접속 환경 구현 클라우드 시스템
가상화를 구현하게 되면, 여러 HMD 유저 혹은

VR 다중 인원 동시 정비 콘텐츠 내에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사용하고 체험하며 본인이

PC 에 대하여 동시에 같은 서비스 제공 기 구축된

처리해야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Latency 를 짧게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CPU 의 활동에 부하가
걸리기 전에 대역폭을 포화화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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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HMD/PC 기반 30 인
동시 접속 후 측정되는 값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 인 분량의 패킷 수를 의미한다. VR 콘텐츠 이용 시
패킷의 수가 늘어날 경우 시스템에 과부화가

실제 30 인 동시 접속하여 콘텐츠를 플레이한 1 분의

발생하여 콘텐츠 이용에 제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인 Stage7 - Stage10 아래의 표 1 의
결과값에 근거하여 Latency 는 평균 21ms 로

패킷 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인 접속자
분량의 패킷 수를 측정한 결과 실제 콘텐츠를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레이한 1 분의 러닝타임인 Stage7 - Stage10 의
결과값에 근거하여 평균 280.45byte 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Stage 별 Latency 발생 결과

2.3 움직임 Tracking 최적화 및 물체 렌더링

표 2. Stage 별 30 인 접속자 분량의 패킷 수

움직임 Tracking 최적화와 물체 렌더링을 테스트하기

3. 결론

위해서 Frame Rate 측정이 필요하다. Frame Rate 가
낮으면 Flickering 현상이 나타나 이용자에게 두통,
눈의 피로, 발작 등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Latency

본 연구에서는 Photon 가상 네트워크 서버를 활용한
다중 동시 접속 콘텐츠 개발 방법과 최적화 테스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가상환경내에서 30 인

최적화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HMD/PC 기반 다중
인원 콘텐츠 플레이 후 측정되는 값을 FCAT VR
Analyz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동시 접속 시의 Latency 발생과 움직임 트래킹 및
패킷 수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다중 접속 가상현실
콘텐츠의 최적화 개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은 아래의 그림 3 과 같다.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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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0 인 접속자 분량의 패킷 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다중 접속자 발생시 발생하는 패킷
수를 측정하기 위해 30 인이 동시에 접속한 것을
가정하고, 패킷 수의 목표는 300byte 로 설정하였다.
목표치는 30 인이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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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효과적인 예방교육
1 순위로 꼽은 것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 조절

요약문
아동, 청소년 분노 조절력 향상 VR 훈련의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일반 아동, 청소년 32 명을

훈련’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이 사소한 장난이나
갈등에서 촉발될 수 있고 보다 원활한 갈등 해결
방법이나 감정 조절 기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대상으로 분노 조절 VR 훈련의 분노 완화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과제 1 에서는 분노 유발
상황에 노출 후 인지행동적 기법 중 하나인 자기
대화법을 적용하였고, 과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껏 다양한 국내외 사회 기술 증진 프로그램에서
하위 요인으로 분노 조절 훈련과 같은 감정 조절

2 에서는 자기 대화법과

동시에 비폭력적 대화법인 나-전달법을 적용한 후
주관적 분노 수준이 감소하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훈련을 활용하고 있고[1, 2], 분노 수준 감소[3], 공격
행동 감소[4, 5], 친사회적 행동 증가[6] 등의 또래
관계 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총 8 개의 상황 (과제 1, 과제 2 각각 4 개의 상황)에서
인지행동적 기법을 적용함에 따라 주관적 분노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자기 대화법 종류 및 과제 1,

연구들은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인지행동적 기법의 종류 또는 개수가 분노 완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분노 조절 훈련의

효과에 주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치료 기법으로 상상 노출, 역할극 등을

주제어

활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치료 환경은 몰입감 및
현실감이 낮아 치료의 효과가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가상현실, 분노 조절, 자기 대화, 비폭력적 대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7].

1. 서 론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영역에서

2 간 분노 감소량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교육부가 발표한 2019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새로운 치료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8, 9]. 특히 불안

따르면 약 372 만명 중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약 6 만명 (1.6%)으로 전년 대비 약

장애[10, 1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12,
13]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한 노출 치료 과정에서

1 만명 (0.3%)이 가하였다고 한다. 학교 폭력의 발생

VR 의 임상적 효과성이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원인의 절반 이상이 ‘단순한 장난’,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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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상환경 내 분노 유발 상황에
노출된 후 주관적 분노 수준이 유의미하게

가상교실에서 분노 조절법 중 하나인 자기 대화법에
대한 심리교육이 제시된다. 심리 교육에서는 자기

증가하였고[14], 공격적인 대화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대화법 3 종류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제공된다. 학습한

목격하였을 때 생리적 긴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1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VR 기술을

자기 대화법을 학교 및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기
다른 4 개의 분노 유발 상황에서 적용하였다 (그림 1).

활용하여 실제와 같은 분노 유발 상황을 구현할 수

분노 유발 상황을 경험한 직후 주관적 분노 수준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분노 조절
관련 VR 연구는 정신병리 (예: PTSD, 품행 장애)를

0~100 점 Visual analogue scale (VAS)로
평정하였다. 자기 대화법을 적용한 후 VAS 로 주관적

가진 집단이나 수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분노 수준을 평정하였다. 즉, 분노 유발 상황 1 개에

내용과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6, 17].

대하여 자기 대화법 적용 전 분노 수준, 적용 후 분노
수준을 반복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분노 조절력 향상 VR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관적 분노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나 감정 조절 문제를 겪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VR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없는 일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그림 1. 자기 대화법 중 ‘생각 멈추기’ 적용 VR 화면

2.1 연구 대상자

• 과제 2

본 연구는 온라인 모집 공고문 개시 등을 통해 일반

가상교실에서 비폭력적 대화법 중 하나인 나-전달법에

아동, 청소년 32 명 (Age: Mean=12.5, SD=1.32,
Male=40.6%)을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소아정신과

대한 심리교육이 제시된다. 과제 1 에서 훈련한 자기
대화법에 두번째 과제에서 새롭게 학습한 나-전달법을
각기 다른 4 개의 분노 유발 상황에서 적용해 보았다

의사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MINI-KID 를 사용하여
정신과적 현증 평가를 하여 정신과적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보고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6-18)

결과를

(그림 2). 과제 1 에서 학습한 3 종류의 자기 대화법을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분노 유발
상황 각각에 대하여 자기 대화법과 나-전달법 적용 전

바탕으로

정신과적 문제 유무를 확인하였다.

분노 수준, 적용 후 분노 수준을 VAS 로 반복
측정하였다.

2.2 장비 및 개발 환경
학교 및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 유발 상황을
360︒ 촬영하여 VR 훈련에 삽입하였다. VR 훈련은
Unity 3D 엔진으로 개발해 Gear VR 용 Android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였다. Samsung Galaxy S8
plus (Android 8.0)을 Samsung Galaxy Gear VR
(SM-R325; Suwon, South Korea)에 연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가상현실 구성
분노조절 VR 훈련은 총 2 개의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그림 2. 나-전달법 적용 VR 화면

있다. 이 두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2.4 연구 절차

• 과제 1

임상 면담을 통해 정신과적 질환 유무를 스크리닝 후
연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자기 보고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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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요청하였다. 이후 분노 조절 VR 훈련을
진행하였고 VR 훈련 직후 VR 경험과 관련한 설문지

p<.001; 상황 4, t=7.506, p<.001) (그림 4). 성별에

작성이 이루어졌다.

(상황 1, t=-.210, p=.835; 상황 2, t=-.254,

따른 프로그램 참여 효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802; 상황 3, t=1.508, p=.145; 상황 4, t=.393,
p=.698). 과제 2 에서는 과제 1 에서 훈련한 자기

3. 결과

대화법 3 종을 피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자기 대화법과 나-전달법 적용에 따른 주관적 분노

제시하였다. 피험자가 선택한 자기 대화법 종류에
따른 주관적 분노 변화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과제 1, 과제 2 각각

상황별로 실시한 one-way ANOVA 결과, 상황 1~4

상황별로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고,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실시하였다.

모두에서 자기 대화법 종류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 1, F=2.629, p=.092; 상황 2, F=1.225,

또한 자기 대화법 종류에 따른 주관적 분노 감소량의

p=.311; 상황 3, F=840, p=.444; 상황 4, F=.651,
p=.531).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
과제 1 과 과제 2 에 따른 주관적 분노 감소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repeated ANOVA 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2.0 (IBM Corp,
New York)을 사용하였다.
• 과제 1
자기 대화법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aired t-test 결과, 상황 1~상황 4 모두 자기 대화법
적용 전-후 주관적 분노 수준의 변화가 유의미하였다
(상황 1, t=9.430, p<.001; 상황 2, t=5.121,

p<.001; 상황 3, t=6.165, p<.001; 상황 4,
t=5.949, p<.001) (그림 3). 성별에 따른 자기 대화법

그림 4. 자기 대화법+나 전달법 전-후 주관적 분노 변화

적용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Note. 상황 1~2, N=28; 상황 3, N=27; 상황 4, N=26; **
p < .001

(상황 1, t=1.457, p=.163; 상황 2, t=-.261,
p=.796; 상황 3, t=.161, p=.873; 상황 4, t=1.354,

p=.186).

• 과제 1 vs. 과제 2
자기 대화법 단독 적용한 과제 1 과 자기 대화법과 나전달법을 함께 적용한 과제 2 에서 주관적 분노 감소량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repeated
ANOVA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제 1, 과제 2 간
주관적 분노 변화량의 평균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26]=1.242, p=.27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분노 조절 VR 훈련 프로그램을

그림 3. 자기 대화법 전-후 주관적 분노 변화

개발하여 일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분노 조절 훈련에서 VR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Note. 상황 1, N=31; 상황 2~4, N=30; ** p < .001

알아보았다. 분노 유발 상황을 경험한 직후와 분노
조절 기술을 적용한 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분노

• 과제 2
자기 대화법과 나-전달법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준을 반복 측정하였고, 과제 1~2 총 8 개의 상황

실시한 Paired t-test 결과, 상황 1~상황 4 모두 자기
대화법 및 나-전달법 적용 전-후 주관적 분노 수준의

모두에서 주관적 분노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유의미하였다 (상황 1, t=6.768, p<.001;
상황 2, t=6.147, p<.001; 상황 3, t=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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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조절 훈련과 같은 감정 조절 훈련은
인지행동치료 접근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특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분노 조절 문제를
가진 집단과 일반 집단과의 비교 연구, VR 분노 조절

스트레스 면역 모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18].

훈련을 받은 집단과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 간 비교

스트레스 면역 치료 과정은 총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심리 교육, 2) 기술 습득, 3) 적용. 이 중 적용

연구 등 치료적 및 예방적 효용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제 1, 과제

단계에서 치료 중 습득한 기술을 다양한 스트레스

2 에서 기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분노 수준이

상황에 적용하게 되고 이 때 상상 노출, 실제 노출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15]. 하지만 분노 조절 훈련의 경우

측정되지 않아 분노 유발 상황의 분노 촉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참여자가

실제로 분노 유발 상황에 참여자를 노출시키는 것이

평정한 주관적 분노 수준을 제외한 객관적 분노 측정

윤리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법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17]. VR 은 실제적인

지표가 없어 분노 조절 VR 훈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훈련 참여

위협 가능성을 포함하는 분노 유발 상황에 참여자를

전 분노 수준을 주관적 수준뿐만 아니라 객관적

노출시키지 않고서도 분노를 촉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적응적인 대응 방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수준(예: 심박수, 피부 전도도 등)을 측정하고 각
상황별로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VR 훈련의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19]. 이러한 VR 의 임상적

효과성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VR 분노 조절 훈련의
개발과 활용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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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예술 분야에서 무용수에게는 새로운 안무를 짜기
위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무용수에게
안무 연습과 공연 설계를 위한 환경 재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는

Kandinsky

의

Composition 8 미술 작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현대
무용 공연 환경으로써 재구성한다. 우리 시스템은
가상공간에 배치된 오브젝트의 속성에 따라 점, 선,
면으로 분류하여 무용가의 안무 연습과 공연 설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무용수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간의

같은 공연 공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공연 공간을 실제로
구성하거나 말이나 동작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말이나 동작을 이용한 방법은 의도하지 않은
창의적인 동작이 생겨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는 무용수만의 상상을 통해 창작된 공간을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직관적인
정보 공유가 어렵다.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자에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가상현실의 공간과 가상 컨트롤러를 통한 상호작용을

오브젝트의 경로를 직접 재설정할 수 있는 디렉터

이용하여 무용수들이 공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VR
콘텐츠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용수들이

모드를 제공한다.

가상공간의

상호작용을 추가한다. 또한, 공연 설계의 편의성을 위해

조작함으로써

주제어

시각적으로

컨트롤러를
공간에

대한

이용하여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가상현실, 무용

2. 관련 연구

1. 서 론

이 장에서는 무용을 위한 VR (Virtual Reality)

공연, 예술, 스포츠와 같은 분야는 수행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존재한다. 무용
분야에서 무용수에게는 춤을 추고 연습하기 위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때때로

오브젝트를

무용수의

상상에서

시작하여

실제

공연

공간으로 창작되기도 한다. 무용수는 공연을 설계하기
위해서 다른 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구성한 오브젝트의 위치, 동선, 다른 무용수의 위치와

콘텐츠, 무용의 동작을 기록하는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이 그려지는 드로잉 기술에 대해
다룬다.
백현순과 유지영[1]은 VR 상에서 이루어지는 무용
콘텐츠의 대부분이 360° 영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새로운 무용 VR 콘텐츠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제안한다. 해당 연구는 현실감 있는 콘텐츠에 집중되어

* 교신저자: 장 윤 (jangy@sej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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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가
그림
2 메뉴 UI움직이는 최종 작품으로 순차적으로 공연
그림 1 가상공간에서 구성한 Kandinsky 의 Composition 8

있는 반면 우리의 연구는 공연 설계나 연습을 위한
공간 제공에 대해 다룬다.
이종욱[2]은 무용 동작을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무용에서 비디오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사용자의 관절 움직임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무용수는 무게감으로
어렵다. 따라서 실제

인해
무용

자유롭게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술은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
연구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한 개의 HMD (Headmounted Display)와 두 개의 컨트롤러, 6 개의
트래커를 이용하여 실제 무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김현철 et al. [3]은 VR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Tilt Brush [4]나
Blocks [5]와 유사한 기술인 VR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카멜레온을
제안했다.
카멜레온은
컨트롤러의
움직임을 따라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방식이지만 우리
기술은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VR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3 가상환경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

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각 오브젝트
들은 미리 구상한 순서, 경로대로 움직인다. 우리는
scene 전환을 위해 key 값을 설정했다. Key 값에는 시간,
각도, 위치, 충돌 여부가 있다.
창의적인 움직임을 위해 무용수들은 오브젝트가
단순히 경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했다. 따라서 우리는
컨트롤러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였다.
상호작용에는 오브젝트와 컨트롤러가 충돌했을 때
오브젝트의 색상 변화, 크기 조절, 오브젝트 트래킹,
위치 변화가 있다.

3. 본론

오브젝트 상호작용

우리는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가상현실 장비로 HTC
VIVE [6]를 사용한다. 구현 프로그램은 Unity [7]와
Blender [8], IKinema Orion [9]을 사용한다.

우리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용수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예술 작품 한 개를 가상 공연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림 1 은 우리가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제안하는

3.1 VR 무용
환경 구성

시스템을

시스템 설계를 위한 조사에서, 4 명의 무용수들은
공연을 대비한 안무 연습을 위해, 가상 오브제들이 점,
선, 면으로 분류되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우리는 가상 오브젝트들을 점, 선,
면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각 분류 별로 scene 을

이용하여

가상현실에

Kandinsky

의

Composition 8 을 재구성한 것이다. 각 오브젝트들은
디렉터가 미리 구상한 순서, 경로대로 움직인다.
오브젝트가 설정한 Key 값에 도달하였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오브젝트와 컨트롤러

제작하여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모든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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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단순한 동작에서 벗어나
무용수 스스로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오브젝트 청사진

3.2 디렉터 모드와 유저 모드
상호작용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경로로만
오브젝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안무 생성을
위해 무용수들은 오브젝트의 경로를 자신이 직접
설정하길 요구했다. 그림 2 는 컨트롤러의 부족한 버튼
개수를 극복하기 위해 메뉴 UI 이다. 그림 2 의 (a)는
기록한 움직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재생버튼이다.
(b)는 디렉터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버튼이다. (c)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다. (d)는 디렉터가 오브젝트를 통해 만든
움직임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버튼이다. (e)는 기록한
움직임을 초기화하는 버튼이다. 메뉴 UI 의 각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컨트롤러의

전방

그림 5 사용자 체험

그러나 디렉터모드의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는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UI 나
컨트롤러 버튼 배치를 찾을 계획이다. 오브젝트마다
상호작용이 정해져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제스처를 파악하여 개인에 특화된 상호작용
적용함으로써 개선할 예정이다.

방향으로

레이캐스트를 발사한다. 그림 3 은 가상환경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이다. 그림 3 의 (a), (b), (c), (d),
(e)는 순서대로 메뉴 버튼, 터치패드, 종료 버튼, 트리거
버튼, 그립 버튼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들에게 컨트롤러와 오브젝트의
충돌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사용자
스스로 오브젝트의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디렉터

오브젝트의 경로는 그림 4 의 청사진을 통해 기록한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립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의

모드를 제안했다. 이를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상상한 공간을 시각화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고,

청사진이 생성된다. 그 상태에서 트리거 버튼을 누른

무용수가 보다 몰입 할 수 있는 공연 연습 환경을

채로 청사진을 이동하면 오브젝트의 움직임 정보가
기록된다. 기록된 정보를 Save 버튼을 눌러 파일의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부족했던 무용 관련 VR
콘텐츠 시장을 확장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는 제한된

형태로 저장한다. 저장한

상호작용, 오브젝트 동선 데이터 저장의 샘플링, 한

파일을 User 모드에서

불러와서 사용한다.

작품에만 적용해 보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디렉터가 지정한 움직임과 상호작용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을 구성할

따라서 향후 우리는 오브젝트 경로 저장 방식을
보완하여 더 부드러운 움직임 및 사용자의 제스처를

수 있다.

인식해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환경을 구성할 것이고,
다양한 소재를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자

3.3 사용자 피드백

한다.

사용자 체험과 피드백은 세종대학교 무용과 학생
4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용자 테스트는 그림
5 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 되었다. 각 학생은 VR 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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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청소년 게임과몰입에 대한 문제는 그 원인 중
하나로써 게임자체 보다는 게임과몰입 청소년의 환경,
개인적 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운동을
통한
게임과몰입의
원인인
청소년의
심리·정신의학적 기전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고, 각
기전에 대한 세분화된 운동치유 방법을 본 연구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즉, 정립된 운동 프로그램을
게임콘텐츠로 적용하여 게임과몰입 청소년들의
인지기능 개선, 기분상승, 사회성 향상, 일반
게임시간
대체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이미피게이션(Gamification)”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 게임과몰입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세부적인 목적이 있다.

주제어
게임과몰입, 운동치유, 신체활동,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성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 모바일게임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개인의
사생활, 가정불화, 개인의 인격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게임과몰입의 원인을 게임 자체보다는 게임과몰입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환경, 개인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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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일부 연구를 통해 신체활동이 게임과몰입의 원인이
되는 인지, 정서 상태의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게임과몰입을
유발하는
심리적·정신의학적 기전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더욱 큰 문제는
게임과몰입에 대한 인식이 일부 영역에서는 마약,
담배와 같은 중독물질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의
테두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WHO 의 게임중독의 질병분류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게임과몰입의 문제는 그 원인을 단지 ‘게임’으로만
보고 일종의 중독물질, 범죄 등으로 규정하려는
급진적 전문가와 미디어의 여론몰이로 인해 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중장년층의 부모세대와
디지털세대인 자녀들과의 갈등은 게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로
시급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게임과몰입 못지않은 사회적문제의 해결과제이며,
게임과몰입 행위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해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과몰입 청소년 대상의 운동방법을
‘게임화’하는 역설적 접근을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한다.
즉, 정립된 운동 프로그램을 게임콘텐츠로 적용하여
게임과몰입 청소년들의 인지기능 개선, 기분상승,
사회성 향상, 일반 게임시간 대체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이미피게이션(Gamification)”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 게임과몰입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세부적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게이미피게이션이 갖는 순기능을
게임과몰입의
치유과
개선의
관점에서
운동프로그램으로 극대화하여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과의 융합은 본 연구팀이 전술한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과몰입 청소년의
심리·정신의학적 치유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해 게임 환경에서 게임과몰입
청소년이 신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로써 가상현실·증강현실(VR: Virtual
Reality/AR:
Argument
Reality)의
기반의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다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적용과 검증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토콜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있는
상태에서 VR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기술적 구현 가능
동작 및 불가능 동작, 대체 동작 등을 분류하여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 동작을
적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게임과몰입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VR 게이미피케이션의 전단계로써
오프라인
신체활동 프로토콜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연구로 검증된 신체활동 동작을 근거로
첫번째 연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VR 가능 동작과
유사한 신체활동 만을 추출하여 본 연구만의
프로토콜로 재생산 하여 향후 VR 게이미피케이션
제작 시 유도할 수 있는 연결동작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 1 인 ‘스포츠 VR 게임 동작추출’과
연구 2 인 ‘게임과몰입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토콜 개발연구’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구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스포츠 VR 게임 동작 추출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대표적인
VR
기기인
오큘러스(Oculus)와 바이브(VIVE)에서 서비스 중인
스포츠 장르 112 개 게임을 선별하였다. 해당 게임의
실제 수행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의 게임 수행
화면을
볼
수
있는
영상
게임
리뷰를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검색
및
확보하였다. 확보된 동영상을 검토하며, 게임
이용자가 수행하는 동작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
동작의 명칭을 부여하고 수행 동작을 통해 게임
화면에서 나타나는 결과 동작 또한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수행 및 결과 동작의 분류체계 설정 및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시각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1.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2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스포츠
가상현실 게임의 동작 분류체계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게임과몰입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동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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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게임과몰입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토콜
개발 연구 절차

3. 연구결과

연구범위는 게임(장애, 중독, 과몰입)을 다룬
연구들을 키워드 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해외
학술지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SCOPUS,
EMBASE, MEDLINE 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 검색에 포함된 키워드는
gaming disorder, game addiction, cognition,
emotion, attention, exercise 등 이었다. 국내
학술지는 KCI 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 검색에 포함된 키워드는 게임과몰입,
게임중독, 게임장애, 인지, 기분, 주의집중력,
신체활동, 운동 등 이었다. 최종 수집된 선행연구는
국내 145 편, 국외 54 편으로 운동 치유 방법에 대한
분류 및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과몰입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토콜 개발에
참고하였으며 신체활동 프로토콜은 총 4 가지(DDR
& Tapping, Game, Aerobic exercise, Dance)
콘텐츠로 분류하였다.

3.1 스포츠 VR 게임 동작 추출 연구 결과

그림 3. 연구 1 의 시각화 결과

시각화 결과를 통해 동일한 수행 동작임에도 게임
종목마다 다양한 형태의 결과 동작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빈번하게 유도되는 동작의 향후
활용방법과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게임과몰입 대상자에게 적합한 동작으로써 향후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에 적용 또한 고려할 수
있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게임과몰입 대상
신체활동 동작과 프로토콜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있는 상태에서 VR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기술적 구현 가능 동작 및 불가능 동작, 대체 동작
등을 분류하여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 동작을 적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3.2 게임과몰입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토콜
개발 연구 결과
게임과몰입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토콜은 1 회기
40 분으로 주 2 회씩 총 6 주간 4 가지(DDR &
Tapping, Game, Aerobic exercise, Dance)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4. 결론

그림 2. 연구 2 의 연구절차

종합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본 사업팀이
진행할 신체활동 VR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동작 DB 의 기반을 구축하고
게임제작에 필요한 동작요소를 정립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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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조지영

서주리

심상훈

박민수

경희대학교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벌스 주식회사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University of Cincinnati

VERS Corp.

Kyung Hee University

jcho@khu.ac.kr

joori.suh@uc.edu

Shim@vers.kr

adipark2@daum.net

3D 정보들을 서로 원활히 유추할 수 있고 변환시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지각능력은 실내디자인 과제를

요약문
본 연구는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 등 공간 디자인에서
필요한 설계자의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AISAT(Architecture

and

Interior

소화해내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공간지각은
제도 및 CAD 등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Sorby, 1999). 그러나

design

domain‐specific Spatial Ability Test)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버전을 소개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및 각종 신생 technology 에 익숙한
밀레니엄세대와 Z 세대로 구성된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설계능력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건축과 실내디자인 설계에서 2 차원과 3 차원의
공간적 정보들을 변환하는 능력은 디자인 과정과
중요하므로,

개발된

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테스트는 전통적인 paper based 로 만들어져 있어

개발되었고,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심리학분야에서 개발된 툴로 측정한 공간지각능력과

등에서

분야에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2D 와 3D 간의 원활한 유추

공간지각능력 테스트 툴은 대부분 심리학분야에서

단계

심리학

공간지각능력 테스트는 주로 타고난 지능의
일부로서의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할 뿐, 실내디자인

공간지각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길찾기, 운전, 수학,

커뮤니케이션

존재하는

한편

최근에

산업과

교육계에

소개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교육에 적용한 경우 학생들의
몰입도, 동기, 집중, 자신감 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설계와

밀접히 관련된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있다 (Di Serio, Ibáñez, & Kloos, 2013). 또한 3 차원
가상공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이용하는 사용자의 증가와 공간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툴인 AISAT-VR 를 소개한다. 사용자 경험
평가결과 기존의 종이나 컴퓨터 스크린 사용의 툴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미디어를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공간 안에서의 3 차원적인
정보를 사용자가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가 점차

비해 VR 버전이 더욱 몰입감과 흥미있고 동기부여가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본 툴은 추후 공간지각의

중요해 지고 있다. 그동안 본 연구자들은 실내 디자인

향상 및 설계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트레이닝
도구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domain-specific 한 공간지각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AISAT 를 개발하여 왔고,

주제어

실제

가상현실, 건축, 공간지각능력, 공간감, 실내디자인

디자인

결과물과

AISAT

로

측정되는

공간지각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AISAT 로
측정되는 공간지각능력 중 2 차원 정보를 3 차원으로

1. 서 론

변환할

수

있는

Spatial

Visualization

I

2D-

실내디자인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실내디자인을

>3D 능력이 디자인의 창의성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Cho & Suh, 2019). 이에 본 연구는

통해 디자이너들은 결국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동안 개발한 AISAT 를 head-mounted display 를

3 차원적 공간을 창출해낸다. 그 과정에서 3 차원적

이용하여 가상환경 내에서 풀어볼 수 있는 VR 버전의
개발과정을 보고하고자 한다.

공간의 아이디어들은 평면, 입면, 단면도 등과 같은
2 차원적인 도면과 모형, 투시도, 스케치 등과 같은
3 차원적인 미디어로 섞여서 표현된다. 이러한 2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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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 과 공간지각능력

3. AISAT-VR 개발

2.1 가상현실의 특징

VR 버전의 AISAT 는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하였다.

가상현실 즉, VR 은 3 차원 공간 안에서 사용자가
시각적 자극물과 상호작용할 때 몰입도와 현전감을

3.1 3D 모델링 과정

느끼게 해 주는 효과를 가진다. 가상현실의 대표적인
특징에는

현전감(the

Sense

of

Sketch UP 과 라이노 3D 를 활용하여 3 차원

Presence)과

모델링을 제작하였다.

충실도(Fidelity)가 있는데, 현전감은 가상현실이
가상으로 존재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실제
그

가상환경

안에

존재하거나

가상의

3.2 3D 모델링 변환 과정

사물이

제작된 3D 모델링을 게임엔진에서 활용 가능한

존재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충실도는
사용자가 가상현실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마치

확장자인 fbx 로 변환하였다.
3.3 UI/UX 디자인 과정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즉
구분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Waller et al., 1998).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상현실 경험을 통해 몰입도,

VR 상에서 AISAT 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동기 등의 향상과 더불어 인지 능력의 확장과

UI/UX 디자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 문제의 답을 선택하는 행동,

사용자에게 이에 맞는 행동과 경험을 유도하는

공간지각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된다고 한다 (안정미
& 조지영, 2018).

3 차원 테스트 공간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는 행동,
텔레포트 기능을 활용하여 3 차원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행동 등을 디자인하였다.

2.2 공간지각능력의 하위 구조
공간지각능력은 크게 심상회전(mental rotation),
공간인지(spatial perception)와 공간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 의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성 중 공간인지는 심상회전과 공간시각화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별개의 요소로 추적이 어려운 점이 있다
(Linn & Petersen, 1985). 또한 작은 object 가 아닌
큰 환경적 정보를 중심으로 공간지각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Hegarty & Waller, 2005). 이에 상기의
특성을 기초로 본 연구자들은 심상 회전(mental
rotation)과
공간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를
세분화하여 다음의 4 가지로 구성된 AISAT 를

그림 1 Spatial visualization II 문제풀이 과정

개발하였다.

3.4 게임엔진 적용 과정

표 1 공간지각 substructure

VR 프로그램을

Subconstruct

측정내용

Mental rotation

3 차원 형태를 머릿속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회전하는 능력을 측정

활용하는데
사용하였다.

(D_MR)

제작하기

위해서는

게임엔진을

본
연구에서는
유니티(Unity)를
2 단계에서 변환한 3D 모델링과

3 단계에서 디자인한 UI/UX 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patial visualization
2D→3D Abstract
(D_SV I.A)

보는 지점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2 차원적 정보를 읽고, 확장하고,
이를 3 차원적 볼륨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Spatial visualization
2D→3D
(D_SV II)

2 차원 정보를 통해 3 차원적
볼륨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Spatial visualization
3D→2D
(D_SV II)

3 차원적 정보를 통해 2 차원의 정보
(평면구성)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그림 2 Spatial visualization I.A 문제풀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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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R Build 과정

설계능력의

게임엔진 상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VR 기기로
빌드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HTC

지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대학 1 학년 수업에서 건축, 실내디자인

수행되었다.

(NRF-

등을 배우는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학습에 앞서 AISAT 를 사용하여

visualization proficiency as a predictor of design

학생들의

(2019), 14-159.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performance. Journal of Interior Design, 44, 3

데

VR

을

이용하여

2. Di Serio, Á ., Ibáñez, M. B., and Kloos, C. D.
학생들이

Impact of an augmented reality system on

즐기면서

students' motivation for a visual art course.

공간지각능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Computers & Education, 68 (2013), 586-596

학생들은 VR 체험을 통해 4 차혁명 시대에
생겨난 기술에 익숙해지고 또한 VR 에 친밀감

3. Hegarty,

M.,

and

Waller,

D.

Individual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ies. In P. Shah & A.

느끼고 디자인 과정에 활용 할 수 있다.

Miyake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visuospatial thinking (pp. 121–169). New

가상현실 안에서 공간지각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trial and error 를 거치면서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공간지각 트레이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Linn, M. C., and Petersen, A. C. Emergence and

AISAT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만일 특정
항목에서 낮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characterization of sex differences in spatial
ability: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교육에 관심을 두어 학생들의 장, 단점에 맞춘

56, 6 (1985), 1479–1498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받아서

1. Cho, J. Y., and Suh, J. Understanding spatial
ability in interior design education: 2D‐to‐3D

이용될 수 있다.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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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3D 가상 환경은 3 차원 모델들로 만들어진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의미하며, 실제 또는 상상의 공간을
실제 공간처럼 만들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 논문은 미국 인기 TV 시트콤 드라마인
프렌즈 (Friends)를 기반으로 한 가상 공간과
주인공 캐릭터들에 대한 디자인을 소개하고, 간단한
입력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상
공간상에서
캐릭터들을 이용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목표 기반 멀티 에이전트들의
행동 학습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제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거나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게임 GTA5 는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실제로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3]
본 논문은 이러한 가상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3D 가상환경 구축에 관해 기술한다. 특히,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으로 최적화된
합리적 행동을 찾아서 수행하는 목표 기반 에이전트
(Goal-Based Agent) [4]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 상용
게임엔진인 Unity 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Unity 기반 강화학습 에이전트 제작
프레임워크인 ML-Agent [5]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학습에 사용할 예정이다.

3D 가상 환경, 목표기반 에이전트

2. 관련 연구
1. 서 론
3D 가상 환경 (Virtual Environment)은 3 차원
모델들로 만들어진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의미하며,
실제 또는 상상의 공간을 실제 공간처럼 만들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1]. 특히, 실제
공간의 모습을 모방하여 만들 경우 실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들이나 음성 입력 등의 자연어 명령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실제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왔다는 점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게
되며, 일단 가상 환경을 구축하기만 하면 공간을
사용할 때 부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가상 환경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인공
지능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컴퓨터 게임은 가상 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사전
연구를 할 수 있는 매체이다. 예를 들면, Rockstar
Games 사의 GTA (Grand Theft Auto) 5 는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사용자가 게임 월드를

AI2-THOR [6]와 VRKitchen [7]은 3D 가상
공간에서 에이전트와 오브젝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에이전트를
테스트하는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다. AI2THOR 는 실내의 여러 공간을 모델링한
가상환경으로,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 시 적절한
액션이 일어난다 (예: 의자를 밀었을 때 의자가
쓰러짐). VRKitchen 은 부엌을 배경으로 한 VR 용
가상환경으로, 실제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예:
썰기, 캔 따기, 껍질 까기 등)을 할 수 있다.
Unity 또는 Unreal 과 같은 상용 게임 엔진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학습을 위한 플랫폼 또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8]에서는,
RPG(Role Playing Game) 장르 게임인 열혈강호
온라인의 인스턴스 던전(“개인이나 파티만이 들어갈
수 있는 던전으로 타인이나 타 파티가 해당 던전에
들어갈 경우 새로운 던전이 생성” [9])을 간단하게
모사하여 가상 환경을 만들고 양과 음의 보상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켰다. 또한, [10]에서는
비행궤적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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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다양한 변수 (예: 궤적의 변화, 보상 값의
변화, 바람 등)가 에이전트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TV 시트콤 드라마 프렌즈의 두 주인공인 Joey 와
Phoebe 를 각각 동물형 캐릭터로 모델링한
모습이다.

3. 가상 환경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환경은 상용 게임엔진인
Unity 를 이용한다. 현재 개발한 가상 환경에서는
입력받은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캐릭터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정해진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가상환경은 미국 워너브라더스사의 인기 TV
시트콤인 프렌즈 (Friends)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동물 캐릭터로 의인화하여 설계하였다. 프렌즈를
선택한 이유는 총 236 개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존재하고, 개성이 강한 6 명의 주인공이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행동과 대사를 구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행동이나 언어를 학습하기에 좋은 가상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림 2 Joey 캐릭터 (좌)와 Phoebe 캐릭터 (우)의 3D 모델링

3.2 대화창 UI
3.1 배경 및 캐릭터 모델링
배경은 TV 시트콤 드라마 프렌즈에 나오는
‘Central Perk’라는 이름의 카페를 기반으로 3D
모델로 옮겨 놓았다. 카페를 배경으로 할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적 행동들(예: 의자에 앉다,
음료를 주문하다, 음료를 마시시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등)을 관측하기에 유용하다.
가상공간의 세부적 묘사는 사용자의 불신의 유예
(suspension of disbelief)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사하게 모델링하였다 (그림
1 참조).

현재 캐릭터들이 무슨 대사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보여주기 위해, 하단 중앙에 대화창 UI 를 표시한다.
대화창 UI 는 현재 캐릭터의 이름과 말하고 있는
대사를 보여주며,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으로
스크롤 되어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3. 대화창 UI 를 포함한 스크린 샷

3.3 입력 스크립트
그림 1. TV 드라마 프렌즈 기반 3D 가상환경

3D 가상 캐릭터는 프렌즈 캐릭터를 동물형으로
의인화하여 모델링한 디자인을 사용한다. 동물형
캐릭터는 친근하고 귀여운 외모라는 장점 외에
감정에 따른 표정과 행동을 사람형 캐릭터보다 쉽게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가상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입력 스크립트 형식은 일반적인
텍스트 대본 형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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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현재 위치 (x, y, z 3D 좌표)

받아
수행된
(No.2017R1A2B4010499)“

-

이동 시 목표 위치

-

캐릭터 행동

-

캐릭터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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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Worlds. Computer Graphics Forum
33, 6 (2014) 31-50.

[그림 4]는 스크립트 입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목표기반 에이전트의 간단한 행동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 (Joey 캐릭터)는
주어진 스크립트에 따라 다음 행동들을 연속해서
수행한다: 1) (1.5, 0, -2) 지점으로 이동한다; 2)
3D_Drink_01 이라는 이름의 오브젝트를 집는다; 3)
3D_Drink_01 을 마신다. 현재는 ‘물을 마신다’라는
목표 (즉, 상위 타스크)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수동으로 작성했지만, 향후 행동 트리
(behavior tree) 또는 AI 플래닝 (planning) 기법을
적용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행동을 자동으로 찾아서 할 수 있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스크립트를 입력받아, 스크립트에서
지정한 일련의 행동 리스트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특정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환경을
소개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가상 환경의 가장 큰 한계점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즉,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으로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 작성을 위해 보다 정형화되고 표준화에
따른 스크립트 작성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는
본문에서 기술한 것처럼 행동 트리 또는 AI 플래닝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사용자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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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력 스트립트 예시 (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목표기반 에이전트 행동 예시 스크린 샷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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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THE PLAYROOM VR>의 미니게임들 중
<토이 워즈>와<로봇 레스큐> 두 가지의 게임을
선정하여, VR 헤드셋을 착용한 플레이어(몰입형
VR 플레이어)가 혼자 게임을 할 때와 VR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은 플레이어(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할 때, 몰입형 VR 플레이어의 몰입도
변화를 연구하고자 했다.

주제어
가상현실, 게임, 몰입도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THE

PLAYROOM

VR>은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에서 2016 년 10 월 13 일에 발매한
PlayStation VR 전용 VR 게임이다. 위 게임은 대부분
혼자서 게임을 즐기게 되는 다른 VR 게임들과는
다르게 VR 게임을 하는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 명이 VR 헤드셋(HMD)을
착용하고 (몰입형 VR 플레이어),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은 다른 플레이어들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은
DUALSHOCK4 라는 PlayStation 무선 컨트롤러와
TV 화면을 통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PlayStation Store 에
등재된 장르를 따라 파티플레이 장르로 부른다. <THE
PLAYROOM VR>은 다양한 대전 게임과 협동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실험 평가 대상물로는 PlayStation4 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VR 시스템인 PlayStation VR 에서 구동되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임소프트웨어 <THE
PLAY ROOM VR>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플레이어는 평소 VR 에 관심이 많으며 VR 게임을
다루는데 익숙한 20-40 대로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VR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고 접한 사람들의 빈도가
남성이 월등히 많았기에 여성 3 명, 남성 7 명의 총
10 명의 실험 참여자 대상으로 삼았다. 그 10 명을
몰입형 VR 플레이어로 설정 후, 다른 1 명의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게임 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몰입도
변화를 관찰했다. 테스트 시간은 1 시간 내외로, 몰입형
VR 플레이어 혼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파티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 플레이어의 수가 1 인부터 시작하는 게임인 <토이
워즈>와<로봇 레스큐>를 테스트 게임으로 선정했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및 관찰을 시행하여 몰입도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 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몰입형 VR 플레이어의 몰입도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2. VR 게임과 몰입

게임으로 이루어진 6 개의 미니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6 개의 미니 게임들 중 최소 1 인부터 플레이
할 수 있는 미니게임을 바탕으로 헤드셋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몰입형 VR 플레이어의 몰입도가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는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2.1 VR 게임의 정의와 종류
① VR 게임의 정의
VR(Virtual Reality, 이하 VR)이란 참여자로
하여금 시각, 청각 등 하나 이상의 가상감각 합성
피드백에 의해 생성된 가상 세계에의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컴퓨터 환경을 칭한다[1]. VR
시스템은 흔히 HMD(Head-Mounted Displa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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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착용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
디바이스는 외부와 차단한 후 사용자의 시각에
가상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착용형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든
게임을 VR 게임이라고 한다.
② VR 게임의 종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게임에 임하게 되며, 비몰입형
VR 플레이어들은 격투 로봇을 타고 필드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게임에 임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몰입형 VR 플레이어가 공격을 받아 무기가 부서지면
게임은 끝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몰입형 VR
플레이어들은 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VR 게임은 지원하는 하드웨어에 따라 플레이 할
수 있는 종류가 각각 다르다. 하드웨어는 크게
HTC Vive, Oculus, PlayStation VR, Samsung
Gear VR 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는
연구에 사용된 PlayStation VR 에서 지원하는
게임의 장르에 대해 한정하여 실험하였다.
PlayStation Store 의 공식 한국 사이트에서는
PlayStation VR 게임의 장르를 총 16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진다. 액션, 어드벤처,
아케이드, 가족, 공포, 음악 및 리듬, 파티, 퍼즐,
레이싱, RPG(Role-Playing Game), 슈팅,
시뮬레이션, 스포츠, 전략, 유니크로 나누고
있으며 총 117 종의 게임이 발매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다룰 게임인 “The Play Room VR”은
파티 장르에 속한다.

3.2 <로봇 레스큐>: 플레이어와 게임 시스템 간
상호작용
<로봇 레스큐>는 몰입형 VR 플레이어 1 인만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컨트롤러가 있다면 비몰입형 VR
플레이어 1 인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하다. <토이
워즈>와 비슷해 보이지만,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의
게임 내 관여도가 적다. 플레이어 간 동등한 위치가
아닌,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은 서브의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로봇 레스큐>는
몰입형 VR 플레이어와 컨트롤 되는 작은 로봇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거대 로봇으로
표현되는 몰입형 VR 플레이어는 컨트롤러를 이용해
작은 로봇을 움직이며 게임을 진행하는데, 플레이어가
현실에서 경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은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되어있다.

2.2 VR 에서의 몰입도에 대한 정의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머리 속의 생각과 목표, 행동 등
모든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라고 말한다.[2]
VR 게임에서 몰입은 핵심 지각 요소로서 작용하는데
대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실과의 감각을 차단하게 만들고, 가상 환경에 더 깊게
녹아 들어 상호작용하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VR 에서의 몰입은 현실 감각 차단과 현실 대체 수준
정도로 몰입의 정도를 구분 짓는데, 완전몰입형,
부분몰입형, 비몰입형으로 구분된다.[3] HMD 를
사용하는 경우 완전몰입형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기계를 착용함으로써 현실 감각 차단 정도를 극대화한
것을 말한다.

3. <THE PLAY ROOM VR>의 미니게임<토이
워즈>와<로봇 레스큐>의 상호작용 분석
3.1 <토이워즈>: 플레이어들 간 상호 작용

유도해

몰입이

가능

하게끔

디자인

4.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본 연구는 VR 게임 플레이에서 몰입형 VR 플레이어의
몰입 정도는 크게 5 가지의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정동훈과 양호철(2012)은 3D 영상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에서 몰입에 초점을 맞춰
가상 현실이 실제와 같이 느껴져 몸을 움직이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인 ‘몰입역동감’과 실재적 환상을
제공하는 환경을 인식하는 ‘몰입실재감’의 요인을
기준으로 삼았다.[4] ‘유희성’과 ‘재이용 의도’그리고
‘상호작용성’을 추가하여 5 가지를 기준으로 5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비몰입형 플레이어에겐 각각
2 가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표 1> 상호작용 문항

플레이어들간 상호작용으로 <토이 워즈>를 볼 수 있다.
<토이 워즈> 같은 경우는 몰입형 VR 플레이어
1 인만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최대 4 인의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도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 때 플레이 시 인원 수에 맞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긍정적
상호작용

몰입형 VR 플레이어는 연사 가능 곡사포 무기를 들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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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을 플레이
한다.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고 받으며
게임을 플레이 한다.
몰입형

VR

플레이어의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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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표 2-1> 몰입역동감 관찰 결과

가리는 플레이를 한다.
몰입형 VR 플레이어에게 부딪히는
등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취한다.

위의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10 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관찰, 설문, 인터뷰를 하여
평가 하였다.
4.1 몰입형 VR 플레이어 홀로 게임 플레이 시
몰입도 평가
<표 2> 측정 문항 및 척도
1. VR 게임에서 환경으로 인한
감정의 동요가 컸다.
몰입역동감

2. 몸을 앞 뒤 좌 우로 이동하려 했던
것 같다.
3. 화면에서 나오는 몬스터나 사물에
부딪힐 것 같이 느껴졌다.
1. 화면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몰입실재감

2. VR 현장에 참여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게임 속 오브젝트를 만지려
들었다.
3. 시각, 청각, 촉각적인 느낌이
VR 게임 화면과 적절했다.
1. 이 VR 게임이 재미있었다.

유희성

재이용의도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5

3

2

0

0

문항 2

8

1

1

0

0

문항 3

3

5

1

1

0

몰입역동감의 세 문항 모두 역동성을 보였는데, 문항 2
몸을 앞뒤좌우로 이동하려 했던 것 같다에서 결과값이
매우 높았다.
<표 2-2> 몰입실재감 관찰 결과
몰
입
실
재
감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3

4

3

0

0

문항 2

1

2

4

3

0

문항 3

3

5

2

0

0

몰입실재감의 경우 게임 속 오브젝트를 만지려
들었다는 느낌은 30%정도의 낮은 결과가 나왔다.
<표 2-3> 유희성 관찰 결과

유
희
성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2

7

1

0

0

문항 2

3

4

2

1

0

문항 3

3

5

2

0

0

2. 이 VR 게임을 계속 하고 싶었다.

세 문항 모두 플레이어의 70%이상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3. 이 VR 게임이 좋았다.

<표 2-4> 재이용의도 관찰 결과

1. 게임 플레이 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다시 플레이
하고 싶다.
2. 이 VR 게임을 다시 할 의향이
있다.
1. <로봇 레스큐>에 등장하는
아스트로 봇(이하 작은 로봇) 과의
상호작용 어느 정도 집중하였는가?

상호작용성

몰
입
역
동
감

2. <로봇 레스큐>에 등장하는 작은
로봇이 게임 플레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3. <로봇 레스큐>에 등장하는 거대
로봇이 게임 플레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재
이
용
의
도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2

4

3

1

0

문항 2

1

5

3

1

0

60%이상의 플레이어가 재이용을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2-5> 상호작용성 관찰 결과
상
호
작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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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4

3

3

0

0

문항 2

6

3

0

1

0

문항 3

3

3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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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의 작은 로봇이 게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의
질문에 60%의 플레이어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4.2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게임 플레이 시
몰입도 평가
<표 3> 측정 문항 및 척도
1. VR 게임에서 환경으로 인한
감정의 동요가 컸다.
2. 몸을 앞 뒤 좌 우로 이동하려 했던
것 같다.

몰입역동감

3. 화면에서 나오는 몬스터나 사물에
부딪힐 것 같이 느껴졌다.
1. 화면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2. VR 현장에 참여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게임 속 오브젝트를 만지려
들었다.

몰입실재감

3. 시각, 청각, 촉각적인 느낌이
VR 게임 화면과 적절했다.
1. 이 VR 게임이 재미있었다.
유희성

2. 이 VR 게임을 계속 하고 싶었다.

1. 게임 플레이 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다시 플레이
하고 싶다.
2. 이 VR 게임을 다시 할 의향이
있다.
1.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게임
플레이 중 대화에 어느 정도
집중하였는가?
2.
비몰입형 VR
플레이어가
게임플레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상호작용성

3.
비몰입형 VR
플레이어가
게임플레이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

7

2

0

0

세 문항 모두 70% 이상의 플레이어가 몰입역동감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3-2> 몰입실재감 관찰 결과
몰
입
실
재
감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0

6

4

0

0

문항 2

0

2

5

3

0

문항 3

2

4

4

0

0

문항 2 의 나도모르게 게임 속 오브젝트를 만지려
들었다는 50%의 플레이어가 보통, 30%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
<표 3-3> 유희성 관찰 결과

유
희
성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4

3

2

1

0

문항 2

3

4

1

2

0

문항 3

2

5

2

1

0

세 문항 모두 플레이어의 70%이상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재
이
용
의
도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3

3

2

2

0

문항 2

3

3

2

2

0

두 문항에서 60%이상의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플레이어가

재이용을

<표 3-5> 상호작용성 관찰 결과
상
호
작
용
성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6

3

1

0

0

문항 2

4

5

1

0

0

문항 3

2

6

1

1

0

비몰입형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성에서 세 문항 모두
80%이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표 3-1> 몰입역동감 관찰 결과
몰
입
역
동

문항 3

<표 3-4> 재이용의도 관찰 결과

3. 이 VR 게임이 좋았다.

재이용의도

감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 1

5

4

1

0

0

문항 2

3

4

2

1

0

5. 연구 결과
5.1 연구 결과
몰입역동감의 경우 두 케이스 모두 높은 역동감을
보여주었다. 역동감 부분에서는 플레이어들의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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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남성 플레이어들은 생각보다
적은 움직임을 보였고 그에 비해 여성 플레이어들은
많은 움직임을 보이며 헤드셋을 여러 번 고쳐 쓰기도
했다. 몰입실재감의 경우 두 케이스 중 몰입형 혼자 할
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인터뷰 중 비몰입형과
함께 할 경우 옆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하다 보니 실재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희성에서는 문항 1 의 재미있었다는 느낌은
비몰입형과 함께 할 때가 점수가 높았다.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더 재미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게임의 장르 자체를 재미없어 하는 플레이어도
존재했다. 재이용의도는 두 케이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VR 자체가 오래 플레이 하면
피곤해진다는 이유로 재이용에 부정적인 플레이어도
존재했다. 상호작용성의 경우 전체 플레이어의
80%이상의 몰입형 VR 플레이어가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의 게임 플레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할 때가 훨씬 재미있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비몰입형의 부정적 상호작용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10 명의 테스터들에게 어떤
경우일 때 몰입도가 더 좋았냐는 질문에 9 명이 함께
플레이를 할 때 몰입도가 더 좋았다는 대답이 나왔다.
혼자 플레이 하면 게임이라는 느낌이 강해져 몰입이 덜
했지만 오히려 대화를 하며 함께 VR 공간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아 몰입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1 명은 비몰입형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몰입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다.
스팀(Steam) 은 밸브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하고 운영
중인 전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 유통 시스템이다. [5]
스팀에서 유통되고 있는 VR 전용 1 인 플레이어
VR 게임은 2019 년 11 월 기준 3,495 개가 존재한다.
반면 멀티 플레이용 VR 게임은 596 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개발 되어있는 상황이다. 몰입실재감은
몰입형 VR 플레이어가 혼자 게임을 플레이 할 때 보다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 함께 할 때 낮아졌지만, 그
부분을 상호작용이 주는 재미가 채워주며 오히려
몰입도가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와
몰입형 VR 플레이어가 서로 상호작용 하며 플레이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파티 장르의 VR 게임이
개발 되길 바란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논문은 10 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실험으로 삼은 게임의 종류가 적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테스터들이 VR 게임에 익숙한 사용자들이었기에 게임
장르에 대한 호 불호가 명확했다는 점과 숙련도가 높다
보니 게임 자체가 너무 쉬워 재미의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VR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대상으로 하여 몰입형 VR 플레이어가
비몰입형 VR 플레이어에게 받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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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사이버멀미는 멀미와 유사한 증상으로서 현기증,
구토감 등을 유발한다. 가상현실 모션 트래킹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실제 및 가상현실 간의 간극을
유발시킨다. 이는 사이버멀미의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간극을 외이(外耳) 전정기관을
이용한 오차 측정 및 보정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충실도를
향상시켜 사이버멀미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림 1. 멀미 분류[2]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사이버멀미 저감
연구 외 다양한 운동 행위 보정 기술에도 활용될 수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주로 시각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움직임과 가상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판단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한다. 이 때 감각 간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제어

특히 시감각 및 전정감각 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멀미 증상을 느끼게 된다. 이는 사이버

가상현실, 사이버멀미, 전정기관

멀미의 주된 양상이다. 이러한 사이버멀미를 저감

1. 서 론

시키기 위해 ‘콘텐츠-하드웨어-사용자’[2] 관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접근법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가상현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은
멀미와 유사한 이상 증상인 사이버멀미[1]를 겪는다.
그 불편감으로 인해 사용자가 가상현실 콘텐츠에

고전적인 모션 트래킹 파이프라인은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
착용자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가속도로 행하는 격한

몰입하는 현상이 저해되고 있다.
인간은 관련 감각계과 신경계를 통해 현재 자신의

운동을 측정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4]. 이는 센서

신체 위치 및 움직임을 지각한다. 특히 감각계에서
전정감각(vestibular sense), 시각(vision), 고유감각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20Hz 이하의 모션 시그널을
여과하기 때문이다. 여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션
시그널을 최소 50Hz 로 측정해야 하며, 머리충격역학

(proprioception)의 정보 등이 이에 관여한다[2].
평소에는 알맞은 각각의 감각정보가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동기화(synchronization)되기

(head impact kinematics)에서는 200Hz 이상이어야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4]. 이보다 낮은 주파수
(90-120Hz)를 가지는 가상현실 모션 트래킹 기술은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자신의 신체 위치
및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지각한다. 멀미(motion
sickness)는 신체 움직임 지각과 주로 관련 있는

착용자와 가상 아바타 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오차를 유발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가상현실 속 시각
정보가 HMD 착용자의 실시간 움직임에 상응하여

시감각 및 전정감각 정보에 대해 평소 경험에 의해
학습된 뇌가 기대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 감각
간의 비동기화된 정보, 또는 익숙하지 않은 정보를

렌더링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또한, HMD 모션

전달받았을 때 발생한다[3]. 멀미는 크게 세 가지

트래킹 과정 중에 불일정한 지연 시간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공간적 및 시간적 예측 오차를 유발하기도

범주로 그림 1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다[2]. 결국, 위 두 가지 현상들은 착용자에게 감각
간 비동기화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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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실적인 가상현실 체험을 위해 전정감각을

본 EVA 구현에는 물리 엔진 기반 시뮬레이션과

추가 제공하고자 모션 플랫폼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5,6]. 그러나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반적인 시스템 통합을 위해 유니티 3D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 EVA 를 이용한 본 실험은 그림 2 와 같은

전정감각을 제공하기 위한 수치화된 목표 모델을

구성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정의하지 않고 있다. HMD 착용자의 신체와
가상 아바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함께 고려하지

2.2 실험 과정

않고, 그럴듯하게 콘텐츠 내 카메라 워킹에 맞춰 모션
플랫폼을 작동시켜 추가 전정감각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 자극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전정감각이 제공될
경우 오히려 멀미 증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2].
심지어 실험 후 평가를 데이터 기반 분석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보고를 통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어
신뢰성에 아쉬운 점이 있다.
정리하면, HMD 착용자가 임의의 움직임을 취할
때, 모션 트래킹 과정에서 착용자와 가상 아바타 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오차가 발생한다. 이 오차는
실제 및 가상현실 간의 간극을 일으켜 감각 간
비동기화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이 전정기관
(Exo-Vestibular Apparatus, EVA)을 이용한 오차
측정 및 시각 정보 보정 과정을 통해 간극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EVA 및 EVA 로 측정한 오차

그림 3. 외이 전정기관 구성요소 도식화

본 논문에서 언급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모션

데이터 모델은 모션 플랫폼을 통해 전정감각을

트래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먼저 측정해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감각 간 동기화를 이루고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할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는 EVA 의 주요 핵심 장치

사실감을 높이려는 연구들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
하거나, 사이버멀미 저감 연구 외에도 다양한 운동

이며, 9-Axis(accelerometer<200Hz> + gyroscope

행위 보정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200Hz> + magnetometer<25Hz>)로 구성된다.
전정기관은 이석기관 및 반고리관의 평형·회전감각

2. 본문

을 취합하여 신체 움직임을 지각한다. IMU 또한 해당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현

센서 구성으로 측정될 물리량(가속도 및 각가속도)을
통해 격한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 움직임을 추적할 수

해야 할 EVA 와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1 개발 환경

있다.
머리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신체 및
머리가 움직일 때 위치값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점(그림 3)이라면 EVA 의 IMU 부착점이 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점들 중, 신체의 위치 및 움직임을
지각함에 있어 주요 정보인 전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중심점은 이상적인 위치점이다. 그러나
실제 전정기관의 중심점에 IMU 를 위치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두부 안쪽에 이식하는 것도
다소 어렵다. 따라서 두부 표면에 부착하는 것이 쉽다.
한편, IMU 중심점과 전정기관 중심점이 원점에 대해
각각 로컬 좌표값을 유지하게 되면서 두 점 간의
상대적 위치가 일정하게 된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 2. 본 실험 구성 도식화

전정기관 중심점에서의 물리량도 계산할 수 있다.

- 1057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4. 본 실험 과정 및 데이터 처리 개요도

본 실험에서 하나의 EVA 만으로도 간극을 유발시

위치 교정 작업 후, 실험 참가자에게 격한 움직임을

키는 오차를 측정 및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서로 다른 위치의 복수의 EVA 를 서로 대조함으로써,

포함한 동작 과제가 주어진다. EVA 는 실험 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데이터를 그림 4 와 같이

발생 가능한 IMU 자체 소량 누적오차의 유무를

처리한다.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간편한 탈장착 기능
및 머리밴드 조절 기능이 있는 HTC VIVE Pro

한편, 실험 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IMU 와
IMU-CP 간의 물리량 데이터 일치율이 변동되는

HMD<90Hz>에 IMU 센서 2 기를 그림 2 와 같이 양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바로 모션 트래킹 과정

옆에 부착한다.
이어서, 가상현실 측에서도 신체 및 머리 움직임에

중에 HMD 착용자와 가상 아바타 간의 위치값과
방향값 오차로 유발된 실제 및 가상현실 간의

연동되는 가상 아바타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간극으로 판단되며, 가상현실 속 시각 정보가 HMD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EVA 는 강체(rigid
body) 속성을 추가한 유니티 3D 오브젝트(이후, 해당

착용자의 실시간 움직임에 상응하여 렌더링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매 프레임마다 시각 정보가 보정되어

오브젝트를 ‘IMU Counterpart, IMU-CP’로 표현)를

렌더링될 수 있도록, EVA 는 물리량 데이터 차이값을

이용한다. VR 카메라 로컬 좌표계에서 IMU-CP 의
위치가 고정되도록 설정하여, 가상 아바타(카메라)의

바탕으로 가상 아바타(카메라)의 로컬 스페이스를
보정한다. 이를 통해 본래의 일치율을 다시 복원함

6 자유도(6 degrees of freedom) 움직임에 따른 해당

으로써 가상현실 충실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위치점에서의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다. IMU-CP 를
강체로 설정한 이유는 머리에 직접적인 큰 충격이

기대된다.

3. 결 론

있지 않은 한, 신체가 어떤 모션을 취할 때 HMD 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멀미 저감의 기술 개발이다.

고정한 IMU 의 형태와 무게중심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실시간 오차 측정 및 시각
정보 보정 처리 개념을 핵심으로 외이 전정기관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HMD 모션

실험 과정의 첫 단계로서 EVA 의 IMU 와 IMUCP 간의 위치 일치를 위한 교정 작업(calibration)을
진행한다. HMD 를 착용한 실험 참가자가 ‘제자리에

트래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및 가상현실 간의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감각 간 동기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충실도를

서 천천히 머리 움직이기’ 등의 과제를 수행할 때,
EVA 는 교정 알고리즘을 통해 IMU 와 IMU-CP 간
의 물리량 일치율을 기준으로 IMU-CP 의 위치값을

향상시켜 사이버멀미 저감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외이 전정기관이 전정감각 추가
제공을 위한 모션 플랫폼 제어의 구체적인 목표

조정한다. 만약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치 교정
작업을 통해 준수한 일치율을 보인 IMU 와 IMUCP 는 이후 임의의 신체 움직임에 대하여 서로 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등 여타 사이버멀미 저감 관련
연구 전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멀미 외

물리량 일치율을 변함없이 일정하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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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운동 행위 보정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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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상현실 기기

요약문

가상현실 기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상현실
기기도 발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MD 출력 장치는 사용자가 머리에 착용하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주어진 가상 공간의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HMD
착용자는 가상공간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키보드,
마우스, 그 외 다양한 햅틱 입력장치를 활용한다.
이 때 가상공간의 화면과 현실의 움직임 간의
차이로 인해 인지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HMD 착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가상공간의 카메라의 위치와 동기화하여 HMD
화면에 적용하는데, 사용자의 시점에서 보이는
정보와 화면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상 멀미’ 혹은 3D 멀미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차량 멀미, 배 멀미와 유사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HMD 기반의 멀미현상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HMD 를 장시간 착용하거나 활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상현실 기술에 필수적인 HMD(Head Mounted
Display) 장치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비이다. 다양한 HMD 가 출시되면서
이전 버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가상현실
멀미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멀미의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인지부조화 현상 개선을 위해 가상공간의
급격한 화면이동이 감지되면, 화면전환 속도를
낮춰주는 필터를 적용한다. 제안된 필터를
적용하면, 몰입도는 조금 낮아지지만 어지러움이
감소함을 보였다. 어지러움과 몰입도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사용자에 따라 필터의 적용 정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HMD, 가상현실, 어지러움, 칼만 필터

본 논문에서는 인지부조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화면
흔들림, 특히 사용자가 의도치 않은 화면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HMD 장치의 입력 정보에 필터를
적용하였다. 측정된 움직임 벡터에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고,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측정된
위치 정보를 재입력하여 다음 움직임을 예측한다.
급격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주파 필터가
반영된 범위의 움직임 벡터에 중성농도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움직임 방향으로
화면이 일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사용자가 의도한 움직임을
화면이 동일하게 따라가지 못할 때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급격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의 필터들을 적용하여 보다는
화면의 전환을 부드럽게 진행하여 어지러움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1.1 가상현실 기술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게임
뿐만이 아닌 교육과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제작된 3 차원의 가상공간을 말한다. 주로 실제와
유사한 공간 혹은 게임과 같은 가상의 공간 즉, 제
3 의 공간을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체험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현실 기술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통하여 가상의 공간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상기기 착용자의
사용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HMD 출력 장치의
성능 개선과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입력 값으로
받아오는 입력 장치의 다양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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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칼만 필터

2. 관련 연구

칼만 필터(Kalman Filter)는 노이즈 제거에 많이
사용되는 루돌프 E. 칼만(Rudolf Kalman)이
제시한
필터로,
관측된
데이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의 위치를
예측하는 재귀필터다. 항공 전자 공학에서
인공위성의 항법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기술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로봇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가상현실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가상기기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기기의 가격을 낮추고,
가상 공간의 체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시공간제약
없이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 때 제공되는 HMD
장치로 인하여 가상 멀미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데,
어지러움의 다양한 원인 중 인지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뇌 과학 연구나 신체 기관에 기반한
뱃멀미나 차멀미 개선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2.3 중성농도 필터
중성농도 필터(Neutral Density Filter)는 카메라
렌즈에 많이 적용되는 필터로, 차광 필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질에 따른 빛의 투과율에 차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빛의 스펙트럼의 일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투과율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관측된 데이터의 특정한 범위 내에서
각 데이터에 대해 빛의 투과 정도를 감소시켜
균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필터이다.

가상현실 기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HCI
: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는 몰입감을 유지하면서
인지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출력장치의
성능 향상과 심리적인 해결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몰입감이 너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인지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시야각의 범위를 넓힌 HMD 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체감하는
어지러움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그래픽의 품질을
높이거나 일정한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 어지러움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감을 증가시키고 어지러움의
정도를 측정할 도구로 오큘러스 사의 CV1 과
연동되는 오큘러스 터치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어지러움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장치를 개발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저주파 통과 필터,
칼만필터, 중성농도 필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지러움 감소를 위한 가상환경을
사용자가 HMD 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모습이다.

HMD 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반면, 착용한
사용자의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외부 환경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2,3]. 어지러움 감소를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동적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DoF(Depth of
Field) 블러 효과[1]를 적용해보는 연구, 연속적인
데이터 예측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칼만
필터[5,6]를 활용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저주파 통과 필터,
칼만 필터, 중성농도 필터를 활용한 어지러움 감소
방법을 시도했다.

2.1 저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Low Pass Filter)는 오디오의
낮은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는 필터로, 디지털
프로세스에 사용되거나 높은 음역대를 제거하여
낮은 음역대만 활용할 때 사용된다. 노이즈 제거에
많이 사용되는 필터로, 특정 값 이하의 정보만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벡터가 특정 값
이상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했다.

그림 1 본 논문에서 구현한 가상환경 시스템 시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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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환경 네비게이션을 위한 설정

4.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가상 공간 구성

제안한 필터의 성능 평가를 위해 그림 2 와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했다. 가상의 3 차원 공간으로
프랑스 파리 마을을 제공하였고, 사용자는
HMD 를 착용하고 오큘러스 터치로 주어진 가상
공간을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어지러움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기립한 상태에서 신체를 활용한 동작
인터페이스로
조작하는
환경을
제시했다.
어지러움을 쉽게 느끼지 않는 경우, 제자리에서
머리 흔들기 등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움직임을
유도하여 확인했다.
3.2 가상환경 네비게이션 방법
사용자는 HMD 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큘러스
터치 입력장치를 양손에 쥐고, 버튼을 누르며
조작하여 가상공간의 화면을 사방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하면서 체험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조작하면 가상 공간의 카메라를 사용자가
원하는 회전, 이동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3.2.1

그림 2 가상의 공간에서 오큘러스
조작하여 탐색하는 테스트 환경

노이즈 추가

측정된 움직임 벡터에 저주파 통과 필터를 먼저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칼만 필터를 적용한
뒤 중성 농도 필터를 적용하여 어지러움의 정도를
확인해보았다. HMD 화면에 보이는 가상공간은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따라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데, 햅틱 장치인 오큘러스 터치의 조작을
통해서도 동작한다. 가상 공간에서의 카메라
시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움직임 벡터를
확인하면 원 데이터와 다르게 필터가 적용되어
부드럽게 움직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양손에 쥔 컨트롤러에서 측정된 벡터
값을 더한 벡터 값을 노이즈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이동과 회전 조작을 반복하면 어지러움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2.2

칼만 필터 적용

양손 컨트롤러의 벡터 값을 조합한 현재 벡터
값과 이전의 누적된 벡터를 식(1)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5. 결론

예측된 벡터는 로 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는 최근에 측정된 벡터를 의미한다.
3.2.3

본 연구는 HMD 를 착용한 사용자의 가상현실
네비게이션을 위한 어지러움 감소를 위해 저주파
통과 필터, 칼만필터, 중성농도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HMD 기반의 가상현실 탐색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아이언맨 동작과, 한 손을
이용한 조작이 지원된다. 측정된 움직임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때 데이터의 불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주파 통과 필터, 칼만필터, 중성농도
필터를 적용하면 움직임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인다. 저주파 통과 필터를 먼저 적용하여 대역을
제한하고, 제한된 대역에서 중성농도 필터를
적용한 뒤 칼만필터를 적용하면 사용자의
의도대로 화면이 연속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어지러움을 체감하는 요인을 감소시켰다.

저주파 통과 필터 적용

기본 모드에서 생성된 벡터 값과 이전의 벡터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단
주파수보다 큰 변화가 생기는 영역의 노이즈를
제거한다[5].

(2)
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가장 최근에 측정된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도록
값을 감소시키면서
최적의 값을 학습시켰다
.
3.2.4

터치로

중성 농도 필터 적용

제안한 필터는 화면 이동 속도와 변화폭의 정도를
사용자의 시선변화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일치시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변화량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가상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움직임 예측의 정확도

저주파 통과 필터와 칼만필터를 적용한 움직임
벡터의 범위 내에서 중성 농도 필터(10-d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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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몰입도를 유지하면서 어지러움을 개선하는
필터를 설계 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움을 개선하는 필터와,
움직임 예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연산으로 발생되는 시간 지연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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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상 물체가 표시될 위치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가상 현실 기술에서 가상 물체를 더욱
현실적으로 렌더링하기 위해 심층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심층
학습 기반의 광원 추정을 통해 환경 맵을 만들어
렌더링하는 것이다. 환경 맵 방식은 렌더링 과정이
간단하지만,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렵고 주변의
기하학적 특징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광원

추정과

렌더링

과정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한 렌더링은 기존의 환경 맵 방식보다 주변 기하
정보를 잘 인식할 것이다.

양을 환경 맵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심층 학습을 이용한 광원 추정 방법도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확하게 하기도 어렵고,
정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 기반 렌더링을 이용하여 가상
물체의 G-buffer 와 배경 화면 등의 심층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해
심층 학습을 활용하여 더 현실적인 증강 현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광원 추정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심층 학습 방법에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물리 기반 렌더링을

광원

이용한 데이터셋 생성기를 제시한다. 렌더링 기반

그래픽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문제 중 하나이다.

데이터셋은 실제 촬영한 이미지보다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G-buffer 값을 얻을 수

Debevec et al.[8]에서는 금속 재질의 구를 포함하는
HDR (High Dynamic Range) 이미지로부터 광원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Georgoulis et

수집하여 심층 학습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al.[9]은 심층 학습을 사용하여 기하 구조를 알고 있는
물체에서 광원 정보를 예측하였다. Garon et al.[10]은

주제어

추정(Light

estimation)은

컴퓨터

비전

및

한 장의 이미지 내에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실내
조명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Gardner et al.[11]은 조명을 매개변수화하여 지역적

증강 현실, 심층 학습, 물리 기반 렌더링

1. 서론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강 현실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증강 현실
기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GO’ 등의 흥행 이후로 증강

기존의 광원 추정 방법은 광원 추정과 렌더링이
분리되어 있어 렌더링 방법으로 환경 맵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주변

공간의

기하적

특성을

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하기가 어렵다. 또한 광원을 추정의 ground
truth 를 정확하게 얻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증강 현실 기술의 핵심 중 하나로는 가상의 물체를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원 추정 및 렌더링을 통합한

현실의 배경 화면 속에 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

end-to-end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주변 공간의 기하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물리 기반 렌더링을 통해

물체를 배경 화면과 잘 어우러지게 렌더링하는 것은
증강 현실 기술의 과제 중 하나이다. 물리 기반
렌더링을 이용하면 가상 물체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정확한 ground truth 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 있지만, 물리 기반 렌더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가상
현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현재는 광원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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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을 포함하여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2.2 물리 기반 렌더링
물리 기반 렌더링(Physically based rendering)이란
물리 법칙에 근거하여 빛의 반사와 투영 등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모두 256x256 크기의 png 이미지이다.

렌더링 기법이다 [14]. 다른 렌더링 기법들에 비해서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주로 사용하는 물리
기반 렌더링 기법으로는 레이 트레이싱, 포톤 매핑 등이
있다. 물리 기반 렌더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

Mitsuba

renderer[3],

Blender[12],

OptiX[13] 등이 있다.
2.3 심층 학습과 물리 기반 렌더링
최근 영상처리 분야에서 심층 학습을 많이 이용한다.
심층 학습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이미지 대신 렌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Zhang et al.[7]은 Mitsuba renderer[3]를 이용해
렌더링한 실내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표면 법선

그림 2 데이터셋 예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모델의
색상, 깊이, 법선, 배경 화면, ground truth 이미지.

3.2 데이터셋 생성기

예측, 의미 분할 및 경계 검출 문제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McCormac 등은 OptiX 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 컴퓨터 비전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였다 [1]. 렌더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실제 촬영한 이미지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정확한 ground truth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렌더링을 통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D
모델이 많이 필요하다. Shapenet[6]에서는 렌더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3D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배경 화면 예시[5]

Shapenet 에서 제공하는 ShapeNetCore 데이터셋은
55 가지 카테고리의 51,300 개의 3D 모델을 제공하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 생성기를 통해 상기 설명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데이터셋 생성

있다. 각각의 모델은 obj 파일로 제공되며,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한 mtl 파일도 함께 제공된다.

과정은 그림 4 와 같다. 먼저 Python 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Shapenet[6]에 존재하는 모델 하나를
선택하여 불러온다. 그리고 배경 화면에 해당하는
Mitsuba

renderer

장면

파일을

하나

불러온다.

Mitsuba renderer 장면 파일의 형식은 Mitsuba
renderer documentation 문서[4]에서 정의하고 있다.
배경 화면으로는 Benedikt Bitterli[5]가 제공하는
그림 1 Shapenet 데이터의 예시[6]

32 가지 장면 및 직접 만든 장면들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포함된 5 개의 이미지 각각에

3. 데이터셋 생성

대응되는 Mitsuba renderer 장면 파일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3.1 데이터셋 구성

각각의

장면

파일을

Mitsuba

renderer[3]로 렌더링하면 데이터셋 생성이 완료된다.

데이터셋 한 세트는 가상 물체의 G-buffer 이미지
3 장(색상, 깊이, 법선), 주변 환경 이미지 1 장, 주변
환경에 가상 물체가 추가된 ground truth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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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능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증강 현실 기술에서 가상 모델을 더욱
현실적으로 렌더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심층
학습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심층 학습으로 광원

그림 4 데이터셋 생성 과정

추정 작업만 하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

4. 실험

제시한 네트워크는 주변의 기하학적 정보를 종합하여
렌더링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금의 학습 수준으로는

4.1 실험 설계

불충분하나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며 더욱 향상된

그림 5 와 같이 U-Net[15]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배경 화면에 가상 물체를 추가했을 때 가상
물체와 그 주변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residual edge 를
추가하여 가상 물체 주변을 제외한 곳을 복원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상
물체와 배경 화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되는
그림자를 선행 연구에 비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물리 기반 렌더링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4.2 데이터 증강
물리 기반 렌더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셋 생성기는 가상 현실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 비전 및 그래픽스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한 세트의 데이터를

분야에서 심층 학습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제에 이용할

(1) 그대로 사용 (2) 세로로 반전 (3) 가로로 반전 (4)
가로 및 세로로 반전시켜 사용하여 총 데이터가 네

수 있다. 또한 심층 학습 분야의 고질적 과제인 학습
데이터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배가 되는 효과를 냈다.

사사의 글

4.3 결과

이 연구는 2019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림 6 에서 몇 가지 결과를 볼 수 있다. 충분히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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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조와 목적 함수를 개선하면

그림 5 네트워크 구조

- 1066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6 좌측부터 색상, 법선, 깊이, 입력 배경 이미지, 네트워크 출력 이미지, 정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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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기존의 사용성평가 방법은 제품의 개발단계 및 최종

사용성평가, 가상현실, 몰입감.

단계에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하여

사용

대상자들이 제품의 사용하기에 제품이 효율적으로
설계 및 사용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1. 서 론

방법이었다. 사용성평가는 단순히 제품의 사용에

사용성평가는 제품의 복잡한 기능들을 소비자가

대하여 사용방법에 대하여 사용성이 높은 점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

판단할

인터페이스를 개발 또는 개선하기 위해 문제점을

뿐만

아니라

사용성평가를

다양한

진행하여야

활용환경은

다양한

것에

환경에서

사용성평가를

환경에서
한다.

제품의
제품마다

찾아내고

매번

일상생활

조사과정이며, 사용자가 이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설계하는

것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맞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학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상 그래픽

방법론들이

이미지에서 몰입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상현실

국제표준기구 ISO 9126 에서 언급한 사용성은

기술이 사용성평가에 활용되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문서로써, 사용에 필요한

환경을

노력을 가지는 특성의 집합으로 공인되거나 밀접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평가 설계 시 가상현실 기술을

관련을

적용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탐색하였다.

평가라고

연구되고

가진

사용자에

정의한다[2].

있다[1].

의한

사용성평가는

사용의

이처럼,

개인적인

사용성평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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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용성평가 방법은 제품의 개발단계 및 최종

가진다.

단계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하여

사용

대상자들이 제품의 사용하기에 제품이 효율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평가

설계

시

탐색하였다.

설계 및 사용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들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서는

2. 가상현실 기술

소프트웨어분야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들의 제품들도

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개발에 있어서 사용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기기 및 복지용구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로써, 사용자에게 시각, 청각,

분야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가 될 정확한 측정

촉각 등의 자극을 혼합하여 제시한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진 및 일반 사용자들이

기술은 HMD(Head Mounted Display), CAVE(Cave

사용하기 쉽게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도록 인식되고

Automatic

있다.

제품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가상의 세계를 경험할

의료기기 및
전문화된

복지용구의 제품은 병원과 같은

직업군의

의사,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virtual

Environment)등의

하드웨어

수 있게 한다,
가상현실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제품이 있고, 당뇨 측정기기는 일반 가정집에서

가상의

당뇨환자가 매일 집에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몰입감은 현실세계와 가상의 세계간의 괴리감을

제품들도 있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 대상자층이

좁혀 주는 것으로써, 사용성평가에서 효과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성평가는 단순히

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세계에

몰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방법에 대하여 사용성이
높은 점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제품의 사용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품을

사용할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리빙랩(living lab)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빙랩은 ‘일상생활 실험실’ 등으로 해석되어
일상생활 환경에서 평가할 제품의 사용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리빙랩은 많은
적용 사례가 있으며[3], 국외
LiCaLab(Living

and

care

사례로는 벨기에

lab)에서

고령층의

만성질환자들의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진행 사례가 있다. 국내 사례로는 전동 휠체어의
조작부의 팔걸이에 대한 고령자의 팔의 근육 반응을
분석하여 팔걸이의 디자인 수정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4]. 하지만, 제품마다 활용환경은 다양한 것에
맞춰

매번

일상생활환경에서

사용성평가를

설계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상 그래픽 이미지에서 몰입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사용성평가에

활용되어

제품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그림 1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제품 사용 경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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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상에서 과제를 수행한 행동을 분석하기

사용과제간에

위하여 특정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과제에 대한

있어서 상호작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게

몰입감을 제시한 경우들이 많았다. 이것은 가상현실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상에서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 시 제품의

가상현실 기술이 사용성평가 설계 시 평가 제품의

사용법을 평가하는 과제를 제공하고, 가상현실상

사용환경의 조건 최상의 환경부터 최악의 환경까지

에서 외부 자극을 제공하여 제품 사용에 대한 오류

다양하게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제품의

가상현실 환경 구축 방법은 모니터를 통하여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방법(Desktop

system),

몰입감

제공하여
사용성평가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되어

사용자의
결과를
제공할

사용성평가에

몰입감을
도출하여

수

기반한
보다

있는

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HMD 를 통하여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방법(HMD),
6 개의 벽에 프로젝터를 비춰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방법(DiVE, six-wall system)이 있다. 과제를 수행할

4. 결론

때 사람의 감성 변화(valance & arousal)의 비교를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성평가에 있어서 몰입감을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위의 3 가지 방법 중 DiVE

제공하는 가상의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로써,

환경에서 Presence 가 가장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제품의 사용성평가에서 제품의 사용법 평가 시 외부

몰입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5].

자극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품의

사용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고, 제품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3. 가상현실기반 사용성평가 설계 사례

사용성평가 설계 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함에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한 제품 사용성평가를 수행한
사례를 찾아본 결과, Desktop system 을 활용하여
실제제품을

활용한

제품을

렌더링하여

과제를

수행하여

사용성평가
컴퓨터상에서
과제

수행의

결과와

가상의

제품의
차이를

사용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다[6]. 과제 수행 시간 및 사용오류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 연구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품의

사용성평가에서

있어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의 사용하기에
최적의 상황부터 최악을 상황까지 다양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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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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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사용성평가 시 가상현실 상에서 사용자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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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교수-학습방식을
MTBL(Music
Technology-Based Learning) 이라고 한다
3)
MTBL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성의 활성화, 음악의 생활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연구, 창의성 향상 연구 4 가지로
분류될수 있다. 이 중 4)Mellor(2008)의 연구
결과로 테크놀로지 기반의 프로그램이 창의성
향상의 요소로 요구 되어진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이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것을 알
수 있다.

요약문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콘텐츠가 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상현실 내에서 음악교육의 다양한 방법이 없음을
인지하고 가상현실 음악교육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교육컨텐츠

1. 서 론

5)

가상현실이란 사용자들의 반응이나 움직임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나 내용을 반응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테크놀로지의
통합체로써, 다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사용자를
가상공간에 완전히 몰입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있다.

1.1 연구배경
1)

현재 가상현실과 관련된 음악교육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세대,
그 다음의 세대는 현실의 음악 교육 툴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음악교육 컨텐츠와는
다른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6)

Pantelidis(1993)에 의하면 교육에 있어서
가상현실의 적용으로 실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시각화와 구체화에 있어 놀랄만한 효과가
있다. 또한 동기가 증진되고, 협력이 촉진되며
하나의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학습에의
적응성을
길러주며,
모니터링과 사후 녹화 및 재생을 통해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강력한 평가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상현실 음악교육 모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2 기술적인 효과
가상현실은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구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현실과 상호작용 하고있는것
처럼 느끼게 해준다. 그러한 효과는 현실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육 환경이 가지는 공간적,
도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주위환경의 방해요소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

교육모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현재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적용가능 한 교육모델(자료)는 다음과 같다.

VR 을 이용하여 음악교육을 하게 된다면 풍부한
사운드와 몰입감으로 더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게된다.
1.3 기획의도
VR 콘텐츠로 할 수 있는 음악교육에는 어떠한
모델이 필요 할 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다.
사용자는 HMD 기기를 쓰고 정해진 악기에
심어진 음악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2. 본문
2.1 연구 방법
가) 선행 연구 분석
선행되어진 연구로 (2018, 김유리 VR 콘텐츠를
활용 한 초등 음악 수업의 효과성)의 연구와 제언을
토대로 분석 하였다. 2)음악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 107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2] EDUM 음악교육 모델 가이드

개발환경

[그림 1] 김유리, VR 컨텐츠를 활용한 초등음악수업의
효과성(2018),11-12p

-

장소 : 성결대학교 XR 센터

-

개발도구 : 유니티 3D 엔진(프로그래밍),
로직 Pro X(음악제작)

-

디바이스 : 오큘러스 Go

VR 게임 구성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초등음악교육
모델은 인터렉션이 부족하다. 이것을 보완 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데모 버전으로 악기를 선택하면 악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이 악기들에서 나오는 각각의 음원의
조합으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교육 모델을 구현
하기위해 임의로 나라별 테마음악이라는 주제로
음악을 넣었다.

나) VR 초등음악교육 모델 제작 연구

1. 인트로

개요

Select 를 눌러 나라별 국기를 선택 할 수 있다.

기존의 체험, 영상위주인 기존의 교육모델에서
사용자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터렉션을 넣은 교육 모델을 제작한다.
가상현실 공간 내에서 악기를 배치한다. 움직이면서
악기를 선택 한 후 여러가지의 선택지를 골라
실행시키고 다양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악기의
조합으로 음악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각각의 악기가
연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다. 사용자가 조금더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음향을 고려하여
악기를 배치하고 악기에 넣어지는 여러가지의
음원들의 조합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화로울 수
있도록 음원을 만든다.

[그림 3] EDUM 음악교육 모델 Intro 화면 나라 선택창

사용자가 최대한 빠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작 방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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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DUM 음악교육 모델 Intro HELP 선택창

2. 가상현실 스테이지

[그림 5] EDUM 음악교육 모델 가상현실 스테이지의
전체적 구성

미국의 테마를 재즈로 설정을 하였고
Blues 1 의 형식을 가지는 음악을 넣었다.
악기는 피아노, 드럼, 베이스, 색소폰으로
구성하였고 Hey now 와 C Jam blues,
Straight No Chaser 라는 곡의 12 마디의
멜로디 테마가 있다. 1 번의 테마를 연주하고
24 마디의 솔로를 연주하는 식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Blues 라는 형식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음악을 반복시키고 다른 악기로
생성되는 경우의 수로 조합된 음악들을 넣었을
때 화성이나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Blues 형식으로
음악을 제작하였다.

[그림 6] EDUM 음악교육 모델 가상현실 스테이지 악기
선택창

3. 기대효과
가) VR 음악교육 콘텐츠 활성화
현재 음악교육에 대한 VR 콘텐츠는 다른
교육콘텐츠에 비해 수가 적다. VR 산업은
VR 콘텐츠 사업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고 질적, 양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모델
연구를 통해 가상현실의 큰 장점인 인터렉션을
음악 교육에 접하여 교육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는 연구이다. 현재 교과
과정에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안한다.

[그림 4] EDUM 음악교육 모델 가상현실 스테이지의
첫화면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움직여 악기 가까이에 가면
악기에 3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끄고
킬 수 있으며 악기의 선택지를 조합해 Blues 의 형식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1

혹은 음악적 형태를 말한다. 2 박자 혹은
4 박자의 12 마디의 형식을 가지고있다. [위키백과]

Blues;블루스는 19 세기 중엽, 미국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미국으로 넘어온 미국남부의 흑인들이 창시한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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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민속악기와 음악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 다양한 연주 형태를
구체적으로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5. 김유리, VR컨텐츠를 활용한 초등음악 수업의
효과성(2018). 7p

나) 확장성

6. 김유리, VR컨텐츠를 활용한 초등음악 수업의
효과성(2018). 8p

이 모델을 발전시켜 음악 제작용 컨텐츠로
확장 시킬 수 있다. 악기에 심어져 있는 음원은
현재 반복 재생되는 오디오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MIDI 2 로 대체하게 되면
사용자가 음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4.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가상현실 음악교육 모델을
만들고 현재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적용 할 수
있는 음악 교육 모델로서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한 가상현실
음악교육의 활성화 이다.
두번째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접하기
힘든 악기들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가상현실 음악교육
모델에 대해 선행되어진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교육의 방법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었다.
앞으로 가상현실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아져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2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로 악기와 컴퓨터 악기와 악기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언어와 통로의 신호 체계 표준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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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zilla released a Social VR platform named
Mozilla Hubs in April, 2018, and there has been
little usage amongst college students regarding this
platform compared to popular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Social VR platforms are unique as
they enable users to have a spatial online presence
that is different to the flat presence powered by SNS
platforms such as Facebook. The usage of Social VR
has potential to give birth to innovative thinking and
reduce carbon footprints; these hallmarks render
Social VR as a suitable means for team collaboration
amongst college students. Then, how do we
democratize Social VR?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n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by researching
user perceptions and behavior on Social VR by
analyzing the user perceptions and behavior of
Mozilla Hubs in the context of team collaboration
amongst college students.

Keyword
Social VR, Virtual Reality, Mixed Reality, Team
Collaboration, College Students, Mozilla Hubs

1. Introduction
1.1. Social VR
What is Social Virtual Reality (VR)? Social VR
"represents a growing set of multiuser applications
that enable people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in
virtual space through VR head-mounted displays
(HMDs)” and is shaped by ample research on
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s (CVEs) and social
play [1, 2, 3, 5].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multiple platforms available such as “VRChat, Rec
Room, AltspaceVR, High Fidelity, Facebook Spaces,
Anyland, and Mozilla Hubs,” the usage of such
spaces are meager compared to popular SNS [4].
According to Steam Charts and Statista, VRChat has
approximately 6,000 players per month while
Facebook has approximately 2.4 billion users per
month as of 2019.
This paper aims to gather and analyze the user
perception on Social VR platforms to understand

why there are comparatively lower amounts of users
within the realms of Social VR.
The research procedures and outcome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 Collect user perception of Social VR
• Identify patterns in user behavior in Social VR
• Suggest useful usages of Social VR

2. Methods
A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November 2nd, 2019 to November 21st, 2019, with
the purpose of collecting data to investigate VR user
perceptions and observing the user behaviors in
Social VR.
2.1. Survey
A survey via Google forms was conducted on 145
people to learn about user perceptions on Social VR.
2.2. Recruiting
A total of 10 participants, 6 females and 4 males,
that are first time Social VR users were interview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articipants were
comprised of college students and one high school
student. College students were mainly recruited since
colleges are an apt place to utilize Social VR for
team collaboration as team collaboration is
promoted and often required to be conducted by
classes and student organizations. Backgrounds of
the participants were diversified based on majors,
age, purposes of team collaboration, and devices that
they use in order to learn how disparate
demographic groups with different environment
settings perceive and behave in Social VR.
2.3. Interview Procedures
5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otal. There were 3
individual interviews, 1 group interview of 2 design
college students, and 1 group interview of 4 college
students from diverse majors with the purpose of
conducting a team meeting in the context of Social
VR. The first 6 interviews were approximately 15
minutes long while the last interview with 4
participants was 60 minutes long to thoroughly

- 1076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capture the user behaviors of collaborating with
team members in Social VR.

Mozilla Hubs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quipment
other than a web browser to access the platform.
3.2. Misconception of Space

3. Findings
The following was able to be found through the
interviews that were conducted.
3.1. Survey Results

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users experienced a
common pain point, which is the misconception of
space.

Table 1. % of those who have heard about Social VR

Q1. Have you heard about Social VR before?
Yes

No

23.4%

76.6%

Table 2. % of those who have used Mozilla Hubs before
Image 1 (Left) Screen of Participant (Right) Screen of
Researcher

Q2. Have you used Mozilla Hubs before?
Yes

No

4.8%

95.2%

When participants learned that they could place
items across the virtual space, most of the
participants started placing items the moment they
learned about this func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aimed to place items on the floor or on the furniture.
However, none succeeded on the initial attempt
because there are no shadows or indicators present
to notify the user of the exact placement of the item.

Table 3. % of those who is interested in Social VR

Q3. Would you be interested in using Social VR?
Yes

No

51.7%

48.3%

Observed in Image 1 above, the character in the red
circle on the left looks like it is placed on the floor,
which was the intention of the participant according
to her response to the question on whether she was
aiming to do so. Nonetheless, on the right side,
which is the screen of the researcher who was in the
same virtual room, the character is floating, which
was not the intention of the participant.

Table 4. 3 main reasons for those who said “No” to Q3.

I do not feel the need.
58.5%
I have never heard of it before.
18.3%
I do not want to buy a VR headset.
12.2%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have not heard about Social VR, and nearly
the entirety of the participants have not used Mozilla
Hubs before,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ere
interested in using Social VR.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in
using Social VR in the future expressed that the main
reason why they are not interested in using it for the
future is because they do not feel the need of using
Social VR. The second popular reason for not
choosing to use Social VR in the future was because
they have never heard of it, which means that they
would not choose to use the platform because it is
unfamiliar. The third popular reason was the
unwillingness to purchase a VR headset in order to
access Social VR, which is a misconception since

Participants showed frustration when it comes to
placing items because they said that it was “hard to
control” the movement of the items as it was not
“intuitive.” A participant commented that the
imitation of gravity in the virtual space would be
helpful so that the item would “fall” instead of
“float,” which is a more familiar concept for users.
3.3. Navigation on Different Devices
2 out of the 4 participants of the 2nd group
interview migrated to their iPhones to use Mozilla
Hubs after they found that the Mozilla Hubs crashed
on their devices, which was a HP laptop, and an
iPad. The user of the iPad stated that Mozilla Hubs
indicated his iPad as a computer, which made it
uncomfortable for him to navigate around the Social
VR space since the touch function was not working
properly via his iPad. However, when he used his
iPhone, he was able to navigate around Mozilla
Hubs with much more ease as the servic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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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input. After this discovery, the other team
members also tried using Mozilla Hubs on their
iPhones and exclaimed that the navigation of Mozilla
Hubs is done the most intuitively in the mobile
phone environment.

3.5. Usage Patterns of Confused Users
Users were confused when they first entered Mozilla
Hubs because there is not enough guidance from the
service on how to use it despite the interface being
unfamiliar as it does not resemble popular SNS
interfaces. The users were especially confused on
what buttons to press and on what functions were
available to them. Participants stated that there is a
need for an on-boarding guidance for those who
first enter Mozilla Hubs as the unfamiliar interface
could discourage users from using the service. Users
mainly learned how to use the functions by
interacting with other users in the room, and they
usually followed the pattern and order of 1) placing
objects around the room, 2) watching videos, and 3)
drawing in the open space.
Users showed the pattern of alternating between
moving around and randomly engaging in one of the
three activities stated above. Users gathered together
the closest when a video clip was shared by a user.

Image 2 Participant using Mozilla Hubs on iPhone

3.6. Useful Usages of Social VR

3.4. Game-like Feel
Participants said that there is a game-like feel mainly
because the avatars look like robots. They said that
this aspect would hinder them from using the
platform since it looks “unprofessional.” Although it
enables them to do a team meeting like they would
do so in Skype with the benefit of being able to draw
in open space to exchange ideas, participants said
that having a professional feel is more valued, and
exclaimed that it would be more preferred to have
the avatars look more like humans to achieve this.

Users exclaimed that Social VR could be useful for
team meetings as it allows them to carry out tasks
that they would do on a whiteboard, which is a
useful element to utilize for team meetings and
readily available in professional conference spaces
for team collaboration.
Although Mozilla Hubs was slightly slower
compared to whiteboards to reflect user action, the
users said that the function is still useful to use for

Image 3 Participants watching “The Office,” a television series, on Mozilla Hubs during the break time of a team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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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ollaboration as it would enable to them to
collaborate on a whiteboard without having to meet
up at a physical location.

Placing items is one of the most frequented tasks of
the users; however, users often misplace the items. It
is suggested that Mozilla Hubs should have gravity
or visual feedback for items when they place the
items to resemble reality more. For example, an item
the user places could fall down to reach the ground,
and have a brief circle appear when the item reaches
a surface.

Image 4 Participant drawing in open space to
communicate

4. Conclusion
Mozilla Hubs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for team
collaboration as users expressed that they would use
the platform for team meetings if the navigation of
the service is improved, if the interface looks more
professional by providing human-like avatars, and if
there is more guidance or visual reference on how to
utilize the platform.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insight into user
perception and behavior of Social VR mainly in the
context of team collaboration. This study invites
researchers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this arena
to increase the user traffic of Social VR so that more
users will be able to reap the benefit of the platform.

5. Discussions
User perceptions indicate that users find Mozilla
Hubs, although confusing and unprofessional,
interesting and capable of team collabor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Mozilla Hubs could be more
intuitive or provide more guidance as user behaviors
mostly showed disorientation regarding navigation.
The navigation of the room would be more intuitive
if the avatars of the users had hands or feet; this
way, users would be able to know where they are
standing, and indicate that they are moving around
the room as some users were oblivious of the fact
that they had an avatar in the first place because
they did not see hands or feet.
Moreov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avatars look
like humans so that the service provides a more
professional appeal that would make it more
attractive for holding team meetings. As of now,
users can only select pre-made avatars that resemble
a robot with no arms and legs.

Image 5 Example of visual signal when items hit surface

The service could be useful for team meetings and
event planning as users can decorate the space and
communicate ideas via drawing or sharing 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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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crosoft Hololens 를 통해 본 장면

그림 2. ViewPortal 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본 화면

요약문

주제어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각광받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상호작용, 스마트글래스, Cross-

입력방식은 기기의 전면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전방
허공에서 행해지는 손 제스쳐를 인식하는 것이다.

device

이와 같은 형태의 입력방식은 손을 지속적으로 센서

1. 서 론

앞에 위치시켜야 하여 인터페이스 사용시 쉽게
사용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는 현실 객체를 매개로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합 할 수 있어

디바이스와 사용자 사이의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의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인 인터페이스에 비해 어렵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보지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가 일상속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의 편리함 충족이 필수적이다.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는 세밀하고 빈번한
입력을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 객체를 매개로

강건한 입력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컴퓨팅환경과 비교하여 모바일컴퓨팅 환경에서의
편리함을 충족시키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더욱

데이터를 정합 하는 증강현실의 특성상 일정거리
이상으로 흩어져있는 가상객체들에 접근하기위해서는
일일이 걸음을 옮겨야 하여 자유로운 탐색에 대한

도전적인 과제이다.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에는
현재 손 제스쳐, 음성, 시선과 같은 NUI(Natural User
Interface) 입력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안경형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가상공간을 부분
공간으로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안경형

앞에 선보여진 이래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는 기술의 미성숙 함과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정형화되지

UI 조작을 스마트폰의 협력적인 사용으로 쉽게 처리할

않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인해

상호작용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번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안경형 증강현실

수 있는 ViewPortal 를 제안한다.

인터페이스에서의 UI 조작에 존재하는 불편함이다.

- 108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모든 컴퓨팅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력방식 중 하나는 키보드를 활용한 문자의 입력이다.

필요한 상황에 손쉽게 스마트폰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와
같은 모바일컴퓨팅 기기에도 가상 키보드의 형태로
문자 입력 인터페이스가 구현 되어있다. 스마트폰과

2. 관련 연구

태블릿의 경우 물리적으로 손가락이 기기의 표면에

스마트 안경을 위한 문자 입력 방법

접촉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고
강건하게 입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안경형

전통적인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의 경우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손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키보드의 배치를

스크롤 등의 세밀하고 빈번한 입력을 요구하는 2D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빠르고 정확한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터치 제스쳐 형태의 입력방식[2]과

증강현실
불편함은

같이 보다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입력을 하거나

증강현실은 물리적인 환경을 매개로 가상세계에

사용자가 의도한 입력을 예측하여 입력오류에 대한
자동교정[3][4]을 수행하는 식으로 사용자의 부족한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합 시키기 때문에 걸음이 곧
가상세계에서의 스크롤과 같다. 그로 인해 가까운
증강된

가상객체들에

주의력자원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자유로운 탐색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가

일상속에서

모바일
인터페이스

손가락과 같은 신체부위에 키보드구조를 매핑[1]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간편하게 상호작용을 할

특성으로
인해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환경에서의 가상 키보드 조작, 페이지

흩어져

아닌
위한

자원활용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과장된 큰 동작을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형태적인

거리에

상호작용을

디자인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는 늘 변화하는 환경에 있고 한정된 주의력

제스쳐를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력을 위해서는 팔의 의도치 않은 흔들림을 억제하며

UI 조작의 사용성은 굉장히 낮다.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또 한가지의

컴퓨팅환경이

컴퓨팅환경에서의

Cross-device 활용
유비쿼터스

활용되기

컴퓨팅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이

소지하는 모바일기기의 개수는 점점 증하고 있다.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논문에서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에

그로 인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함께 사용하는데 있어
이질감이 없는(Seamless) 상호작용 디자인에 대한

서의 UI 조작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위한 방법으로

연구[5]와 Cross-device 의 활용을 통해 인터페이스의

이종 디바이스 간의 협력 상호작용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이후 태블릿, 스마트워치와 같은

사용성을 증대 시키는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안경형 증강현실

다양한 모바일 컴퓨팅기기들이 출시되었고 이를 다수

인터페이스의 터치패드나 포인터로 사용하는 연구[6],

보유하는 인구역시 크게 늘어났다. 개인이 소지하는
컴퓨팅 디바이스의 개수는 점점 증가하고있지만 그에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의 미숙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평면형 상호작용 기기와 함께 사용하여 보완한 CAD

비해

기법[7], [8]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장단점을

활용하여

협력적인 사용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우리가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ViewPortal 은 안경형 증강현실

Subspace 활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증강된 가상세계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객체가 존재하는

부분공간(subspace)으로 캡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전달받은 부분공간에 대해

안경형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해당 기기를 통해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시 해당
가상객체들을 부분공간으로 캡처하는 형태로 과업을

물리적인 접촉과 피드백이 있는 더욱 강건한 방식의

스마트폰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문의 텍스트를

기존의 ray casting 방식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상객체들이 겹쳐져 있는 상황과 넓은 부피 중

입력하거나 읽어야하는 상황, 페이지를 빈번히 스크롤

중앙에 위치한 작은 부분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해야 하는 상황, 가까운 거리에 흩어져 있는
가상객체들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 등 안경형 증강현실

원하는 공간만을 선택적으로 잘라 부분공간으로
정의한 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법[9]에 대한 연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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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명

4. 결론 및 향후 연구

ViewPortal 은 Hololens 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넓은 가상공간상에서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시야만큼 만을 부분공간으로 지정하여 스마트폰으로

UI 조작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글래스-스마트폰

전송한다. 사용자는 Hololens 를 통해 상호작용하기
쉬운 과업에 대해서는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협력 상호작용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ViewPortal 를 제안하였다. ViewPortal 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장문의 텍스트입력, 빈번한

스마트폰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경형 증강현실

페이지 스크롤 등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을 안경형

인터페이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행하기 어렵다
정의 내린 가까운 거리에 흩어져 있는 2D UI 들에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로 응시하며 ViewPortal 사용

대한 상호작용을 행하는데 있어 사용자에게 더욱 높은

의사를 밝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과의 협력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화면은

사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과 실험을 통해

안경형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는 공간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범용적으로

부분공간 이므로 두 디바이스에 대한 입출력과

사용될 수 있는 ViewPortal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상
환경에서의 ViewPortal 활용에 대한 연구를

표시되는 영상의 상태는 실시간으로 동기화 된다.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더

다양한

모바일

컴퓨팅기기들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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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표 1. 자율주행 3-5 단계 주요 특징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서비스기반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과
정을 거쳐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율
주행 시대의 경쟁력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될지 많은 시나리오가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 3 단계 상용화를 앞둔 현시점에서 5 단계까지
의 변화를 예측하고, 공유경제 관점으로 자율주행 서비
스 디자인 컨셉을 발굴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 구
성 프로세스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
주행 3, 4, 5 단계를 정리하고, 미래 시나리오 예측방법
인 Sci-Fi, Backward Design,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화 연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5 단계로 진화하는 서비
스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10 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안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관 및 기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주행 기술 진화에 따라,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컨셉 시
나리오를 단계별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Level

Lv. 3

Lv. 4

Lv. 5

정의

조건부 자동주행

고도화 자동주행

완전 자동주행

내용

조건 만족 시 자율
주행, 돌발상황 시
운전자 제어

특정 상황(기상,
도로) 제외 시 시
스템이 제어

운전자 필요 x, 모
든 기능에서 자동
화 시행

주 기술

ADAS System

Lidar System

Connected
System

운전 주체

주: 사람
보조: 시스템

주: 시스템
보조: 사람/ 시스
템

주: 시스템
보조: 시스템

Eyes Off

Mind Off

Driver Off

운전
가용성

10 초 이내

5 분 이내

X

주체
역할

시스템: 주행 보조
운전자: 자동운전
결정, 특정 상황
개입 요청에 대응

시스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운전자: 특정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
에 대비

시스템: 모든 상
황 자율주행
운전자: 목적지
입력, 운전자의
역할 필요 x

전환시간

기본조작

운전자/ AI 시스템

AI 시스템

AI 시스템

주제어

모니터링

AI 시스템

AI 시스템

AI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화, 자율주행, 디자인 프로세스

책임

운전자

AI 시스템

AI 시스템

1. 서 론

2019 년 10 월 택시면허 없이 영업이라는 이유로 검찰
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였지만,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 Lv. 5 에서 렌터카 서비스 모델에 따라 이러한
판단이 의미없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이행 단
계에 따른 서비스 예측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발굴이
중요하다. 자동차 제조회사보다 모빌리티 서비스회사
의 회사 평가 가치가 더 높은 것은, 이러한 중요성을 보
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조 및
소유 기반의 자동차 비즈니스를 서비스 및 공유 기반으
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자율주행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 연구배경
2019 년 9 월 현대자동차가 앱티브(APTIV)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며, 자율주행에서 GM, Ford, Waymo 를
추월하기 위한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표 1]과 같
이 자율주행 5 단계로 이행되며 [1,2], 다양한 인테리어
컨셉이 시나리오와 함께 제안되고 있다.
자율주행이 진화할 수록, 운전자보다는 탑승자의 관점
이 중요해지며, 안전과 효율의 관점에서 새로운 차량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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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방법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 3 단계 상
용화를 앞둔 현시점에서 5 단계까지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디자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나리오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 예측방
법인 Sci-Fi,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어떻게 도달할 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Backward Design, 그리고
Mobility 서비스화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시나
리오 발굴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Sci-Fi
Sci-Fi 의 매력 중 하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Sci-Fi 를 읽으면, 몇 가지 설정
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쥘 베른
(Jules Verne, 1870)의 소설 '해저 2 만리'의 잠수함부터,
허버트 조지 웰즈 (Herbert George Wells)의 '세계 대
전'에 그려진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Sci-Fi 가 미래를 상
상하는데 도움을 준 많은 사례가 있다[3].
필립 K. 딕의 단편 Sci-Fi 를 원작으로 한 '토탈 리콜
(Total Recall)'은 로봇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가를
상상하였다. 아서 찰스 클라크의 소설을 원작으로한 큐
브릭의 공상 과학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1968)'의 제품은 iPad 로 구현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
주인과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하울 9000 은 AlphaGo
로 현실화되었다. Yuval Noah Harari 는 'A Brief
History of Tomorrow'에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구상
하였다. 개인소유차량의 편의에 익숙해져 버스, 기차 같
은 대중교통을 탈 가능성이 적어졌으나, 사람들이 원하
는 것은 차량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이동의 편의성이라
고 제안하였다. 즉, 하루 한 시간 운행을 위해, 굳이 23
시간을 주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운송 시스템의 효율
을 높이면 5,000 만대의 공유 자율주행차량으로 10 억
대 가량 개인소유차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4].
최근 몇 년간 기술 전문가와 교육자들은 Sci-Fi 소설가
들을 미래주의 연구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그리
고 많은 첨단기술 회사들은 Sci-Fi 소설가들이 개발자
및 연구원들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있다. 기업들은 SciFi 소설가들에게 상상, 실험 그리고 미래제품의 시나리

오를 구상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디자니의 디자인 소설
을 만든 콜리 도크토로는 "나는 디자인 소설을 정말 좋
아한다. 회사가 작가에게 의뢰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그 기술이 개발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연구 개발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을
본 적이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까 하는 논의가 되었는데, 소설은 그런 경험을 얻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고 하였다 [5].
또한 MIT 미디어랩은 'Science Fiction to Science
Fabrication' 강의를 통해 읽기, 공상 과학에 대한 토론
과 디자인, 그리고 학생들의 상상에 의해 디자인된 컨셉
제품들을 통합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랩의
소피아 브루크너 (Sophia Brueckner)는 학생들에게 중
요한 Sci-Fi, 영화, 게임에서 영감을 얻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가능한 프로토타이
핑을 하기도 하는데, 교수들은 허황된 아이디어라도 자
유롭게 상상하는 것을 장려한다. 즉, 논문만큼이나 SciFi 를 통해 중요한 미래 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데, SciFi 에는 소설가의 사고 방법과 인간의 미래 상황에 대한
탐구와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5].
2.2 Backward Design
Sci-Fi 가 제시하는 다양한 미래상을 현재로 연결하는
방법의 하나인 Backward Design 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학에서 이용하는 모형이다. 평가 계획이 교육
과정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학의
일반적인 개발 모형이라면, Backward Design 은 추구
하고자 하는 목표를 교육과정의 초기 단계에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며 필요한 각 학습 단계
에서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계획한다 [6].

그림 1. Grant Wiggins and Jay McTighe 의 Stages in the
Backward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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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by Design(2005)’에서 Wiggins 와
McTighe 에 따르면, Backward Design 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큰 개념이나 이해의 틀을 학습 초기 단계
에 분명하게 숙지시킴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주장하며, Backward Design
프로세스를 크게 [바라는 결과 확인 – 수용 가능한 증
거 결정 – 학습 경험 계획]의 3 단계로 [그림 1]과 같이
구분하였다 [8]. Backward Design 프로세스 1 단계에
서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 요소를 고
려한다. 2 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의 목표와 필요 요소를
어떠한 점에 근거하였는지 그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해
하며, 3 단계에서는 궁극적인 목표와 증거들을 바탕으
로 어떤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계획
을 수립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Future Backward 방법론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다수가 참여하는 워크샵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 때
미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격차를 좁
혀나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연결
해가며 미래 시나리오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
는 방법이다 [7]. 이와 같이 자율주행에 관한 ‘미래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율주행 5 단계로 도달하기 위한 과
정을 현 수준의 조사를 토대로 단계별로 설정한다면, 현
재와 미래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효과
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Backward Design, Future Backward 는 현
시점에서의 단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지향
하는 최종 목표를 정하고, 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를 계획한다.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자율주행 관련 법규, 교통 인프라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이슈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하는 제약 사항들 때문에, 서
비스 시나리오 발굴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

디에이션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Backward Design,
Future Backward 방법으로 시나리오 컨셉을 발굴한다
면, 현시점에서 제한되는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경험
적 가치를 계획할 수 있으며,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컨셉 제안 방법이 될 수 있다.
2.3 Mobility 서비스화 연구
자율주행기술의 발전과 정착에 따라 운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차량의 소유에 대한 욕구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송의 서비스화 (MaaS, Mobilityas-a-Service)가 진행되고 있다. MaaS 란 비즈니스가
운송수단의 소유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KPMG International(2019)의
‘Mobility 2030: Transforming the mobility
landscape’에서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할 수 있는 4 가지 영역을 [그림 2]와 같이 정의
하였다. 정의된 4 가지 영역은 첫째, 단일 플랫폼을
통해 버스, 택시,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합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둘째, 온라인 중심의
유연한 대여, 임대 모델을 의미하는 ‘차량 구독 서비스
의 혁신’, 셋째, Uber, BMW 의 DriveNow 와 같은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넷째, 드론과 같은
새로운 수단 및 물류 플랫폼 등장에 따른 ‘상업적 차량
의 혁신’이다 [9]. 또한 McKinsey&Company(2017)에
서는 2030 년까지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
루어질 것이며, 공유기반 모빌리티는 2016 년 1%에서
2030 년까지 약 25%로 확대될 것을 언급하였다. 차량
의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시장의 변화로 확대되며,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그
러나 시장의 20%는 혁신적인 변화로 전환될지라도, 전
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여전히 전체 시장의 60% 이상
을 차지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10].

그림 2. Mobility 2030: Transforming the Mobility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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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Stakeholder 는
운전자 고용 및 유지비용 감소 등 사업의 경제성 관점
으로, 사용자는 안전 및 편의성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자율주행 변화에 따른 3 단계

운송컨설팅 회사인 Mrcagney(2017)의 ‘Autonomous
vehicles’에는 자율주행기술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3 단계로 [그림 3]과 같이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1 단
계(2018~2040)는 자율주행차량의 도입단계로 관련 법
규 제정, 자율주행을 대중교통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
루어진다. 2 단계(2040~2055)는 자율주행차량의 진화
로 자율주행을 적용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활성화 단계
로, 차량의 공유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한다. 3
단계(2055~2070)는 자율주행차량이 표준으로 정착되
며, 소수의 고객들은 개인화된 자율주행차량을 구매한
다. 즉, 자율주행차량의 초기~중기 단계에서는 공유에
기반한 서비스 중심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나, 이후 단계
에서는 소유에 기반한 비즈니스 등장도 예상된다 [11].
이처럼 차량을 둘러싼 미래의 모빌리티는 종래의 ‘소유’
기반 비즈니스에서 ‘공유’ 기반의 비즈니스로 점차 변화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플랫폼과 이에 따른 서비스 컨셉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3~5 단계 시나리오 프로세스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3~5 단계로 진화
하는 로드맵을 보여주는 서비스 플랫폼 시나리오 구성
프로세스를 [그림 4]와 같이 10 단계로 구성하였다.
1 단계는 [표 1]의 자율주행 단계를 Stakeholder 와

2 단계는 사업영역 및 서비스시장을 정의하는 것이다.
택시나 콜밴과 같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 창출 영역을
파악 후, 해당 서비스 시장 내 자율주행 차량의 각 단계
별 특징이 가지는 성장 가능성을 정의한다.
3 단계는 주요 Stakeholder 및 고객 페르소나를 정의하
는 과정이다. 조합에 기반한 콜택시나 콜밴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을 이해하고,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여 공유형 서비스로 전환의 가능성과 방향을 가
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조사는 6 단계 사용경
험 요소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단계는 Sci-Fi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현재 사업영역을
반추하여 발전단계의 Backward Design, Future
Backward 시나리오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본 단
계에서는 완벽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하는 5 단계를
Sci-Fi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Sci-Fi 시나리오가 실현
될 수 있는 3, 4 단계 전개 과정 발굴에 중점을 두고, 현
재와 연결될 수 있는지 다양한 조건을 연결하여 자율주
행으로 전개되는 과정 발굴에 중점을 둔다.
5 단계에서는 전장화 부품, 각종 첨단기기 요소 기술을
정의하고, 현재 가능한 차량 요소 부품들의 진화 양상
및 방향을 상상한다. 그를 바탕으로 앞서 구성한 Sci-Fi
시나리오와 3, 4 단계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컨셉을 추적한다.
6 단계는 [그림 3]의 모빌리티 서비스화 관점을 고려하
여, 사용경험 요소를 발굴하고, 사업영역에 따른 구체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앞서 예측한 사업화 영
역을 기반으로, 시나리오의 Stakeholder 및 페르소나가

그림 4. 자율주행 3-5 단계 서비스 진화 시나리오 구성 10 단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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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근본적인 니즈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
계별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사용경험
요소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7 단계는 [그림 2]의 모빌리티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주
행 3~5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및 로드
맵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8 단계는 사업영역 별 현 고객과 시나리오 상의 페르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두 그룹의
차이가 가지는 유의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9 단계는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통해 Stakeholder 와
페르소나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며 검토하는 과정이다. 시나리오는 [그림 3]의
모빌리티 서비스화 관점에서 자율주행 3~5 단계에 이
루어질 수 있는 사용경험 요소들을 기반으로 구체화 한
다.
마지막 10 단계는 잠재적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시나리
오의 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을 분석하여 시나리오의 사
업타당성을 검증받는 과정이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19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
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20004651)

참고 문헌
[1] SAE On-Road Automated Vehicle Standards
Committee. (2014).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on-road motor vehicle
automated driving systems. SAE Standard J,
3016, 1-16.
[2] Graeter, A., Rosenquist, M., Steiger, E., &
Harrer, M. (2019). Automated Driving
Roadmap, Version. 8. ERTRAC Working Group
Connectivity and Automated Driving.
[3] Alexandra Samuel. Can Science Fiction Predict
the
Future
of
Technology?.
https://daily.jstor.org/can-science-fictionpredict-the-future-of-technology/ 2019. 2. 19.
[4] Harari, Y. N. (2016).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Random House.

4.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관 및 기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주행 기술 진화에 따라,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컨셉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
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후속연구로 자율주행 시
대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및 서비스 분야를 대상
으로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에 노동 구조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
측되는 운수사업 분야가 좋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운수사업은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관련
Stakeholder 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Stakeholder 의 인프라를 기
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
계별 시나리오를 co-creation 을 통해 발굴한다면, 운
수 사업 Stakeholder 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
비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Eileen Gunn. The future arrived when we weren’t
looking.. https://the-magazine.org/57/dashingutopian-yarns#.XgjF5UczZPa 2014. 12. 4.
[6] 조재식. (2005). 백워드 (backward)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고찰. 교육과정연구, 23(1), 63-94.
[7] Min Wen Yeh. (2014). The Bridge:Design Tools
Trigger Cross Cultural Behavior Adaptation.
92-95.
[8] Wiggins, G., & McTighe, J. (1998). What is
backward design. Understanding by design, 1,
7-19.
[9] KPMG International. (2019). Mobility 2030:
Transforming the mobility landscape.
[10] McKinsey & Company (2017). The Automotive
Revolution is Speeding up, Perspectives on the
Emerging Personal Mobility Landscape.
[11]

- 1088 -

Mrcagney. (2017).
Research Report.

Autonomous

Vehicles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멀티모달 인터랙션 모델 유형 분석을 통한 사용자중심 모델 제안
Proposal of User-Oriented Model by Analyzing Types of Multi-Modal
Interaction Model
정의철
Eui-Chul Jung

진송은
Songyin Che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Dept. of Design, Seoul Nat'l Univ. (SNU DESIGN)
jech@snu.ac.kr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Dept. of Design, Seoul Nat'l Univ. (SNU DESIGN)
2019-27970@snu.ac.kr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디자인 기
반을 위한 사용자중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요약문
멀티모달인터랙션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방법으로 언
어학에서 출발하여, 최근 인터랙션 디자인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음성기반 인터랙션의 등장
으로 GUI 가 주류였던 인터랙션 모달리티가 다양해
지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중
심 관점에서, 다양한 모달리티 활용을 설명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을 제안하여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 기
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모델 선행연구 고찰
을 문헌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모델은 1) 시스템 구
조 및 개발을 위한 목적, 2) 멀티모달 요소 및 인터페
이스 가능성 설명을 위한 목적, 3) 멀티모달 구성 효
과 및 평가 목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유형분석을 통하여, 사용자중심 관점으로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구성한 모델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멀티모달 인터
렉션 디자인 사례 조사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장점
을 정리하였다. 1) 효과적 정보 전달 관점, 2) 집사/비
서 역할의 관점, 3) 상황에 따른 효과적 모달리티 적
용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문헌고찰과 사
례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중심 멀티모델 인터랙션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을 활용하여 멀티모달 인
터랙션 디자인 컨셉 및 시나리오 발굴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멀티모달 인터랙션 모델 선행연구 고찰
HCI 및 인티랙션 디자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18 개의
모델을 수집하였다. 모델을 표현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1) 시스템 구조 및 개발을 위한 목적의 모델 (8
개), 2) 멀티모달 요소 및 인터페이스 가능성 설명을
위한 목적 (6 개), 3) 멀티모달 구성 효과 및 평가 목적
(4 개) 유형으로 표 1 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
분류를 통하여, 사용자 인터랙션 디자인 관점보다는
시스템 개발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멀티모달 인터랙션 모델 분류
유형분류
시스
템 구
조 및
개발
관점
은 모
델

입력과 출
력의 시스
템 구조 관
점

모델
Architecture of Advanced MMI-based Web
Application
Multimodal System Architecture (ICT Applic
ation Logic)
Multimodal System
Central Integration)

Architecture

(The

Multimodal System Architecture (Cooperati
on and Fusion in multimodal interaction)
시스템 개
발 관점

주제어

Six-Layered
Model
Interaction systems

for

Multimodal

Simplified Human-computer interface
multimodalities Framework(Unified

멀티모달, 인터랙션 모델, 인터랙션 디자인

Modeling Language)

1. 서 론
멀티모달 인터랙션은 공공연설에서 목소리, 제스처,
표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고대 그리스 언어학에서 출
발하였다. 사회기호학과 HCI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음성 인터랙션의 등장
으로 일상의 사물에 적용되면서 연구는 활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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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
에 적용한
관점

Multimodal Interaction System (Household
Assistive Robot)

멀티모달 시스템을
사용자와의 관계의
관점으로 표현한 모
델

HumanComputer Interface and Different Input/Out
put Modalities

Multimodal Interaction Ecosystem (Home
network, In-car Systems)

Representation of Multimodal Man Machine
Interaction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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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odal Input and Output Channels for
Applications (Human senses and Computer
input devices)

Representation of Multimodal Man Machine
Interaction Loop [6], Multimodal Input and
Output Channels for Applications [10,11],
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
[12],
Architecture for Multimodal User Interface [12]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중 그림 2 는 Human Computer
관점으로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Multimodal Input and Output Channels for
Applications (An architecture for multimoda
l mobile applications)
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 (Base on
the Original Model of W3C)
Architecture for Multimodal User Interface
멀티모달 요소 구성
에 따른 사용자 효과
를 설명하고 평가한
모델

Modalities, Constraints and Effect
Multimodal Effects Table
Taxonomy
of
Quality
Aspects
of
Multimodal Human-Machine Interaction
The evaluation of adaptive MMHCI system

2.1 시스템 구조 및 개발을 위한 목적
시스템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의 컴퓨터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조 표현 및 개발 관점은 모델로는.
Architecture of Advanced MMI-based Web
Application [3], Multimodal System Architecture
[4,5,6], Six-Layered Model for Multimodal
Interaction systems [7], UML 활용 멀티모달 지정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 [8] 모델 여섯가지가 있다.

그림 2 Human-Computer Interface and Different
Input/Output Modalities [5]

2.3 멀티모달 구성 및 효과 평가 목적
멀티모달 요소 구성에 따른 사용자 효과를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 Modalities, Constraints and
Effects 와 Multimodal Effects Table [6], 그리고
Taxonomy of Quality Aspects of Multimodal
Human-Machine Interaction [13], Alejandro, J.,
Nicu, S. [10] 제안한 효율성, 품질, 사용자 만족도, 예
측정확도의 멀티모달 인터렉션 효과 평가 요소가 있
다.

그림 1 Multimodal Interaction Ecosystem [3]

그리고, 시스템 구조를 미래 환경에 적용한 모델도 두
가지가 있다. 가정용 도우미 로봇 [9], 그림 1 과 같이
스마트홈과 자율주행 환경을 염두에 둔 모델이다. 우
리 일상 환경에 적용한 모델은, 시스템을 사용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멀티모달 요소 및 인터페이스 가능성 설명을
위한 목적
그림 3 Modalities, Constraints and Effects [4]

멀티모달 시스템을 사용자와의 관계의 관점으로 표현
한 모델로는 Human-Computer Interface and
Different
Input/Output
Modalities
[5],

그림 3 은 사용 기기, 환경적 요소, 사회적 관습,
그리고
사용자
능력을
고려하여,
멀티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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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션이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맥락을 고려한 멀티모달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

3. 사례조사

그림 4 교육용 로봇 Luka Hero

Put That There (1980) 시스템은 멀티모달 인터렉션
의 가치와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연한 사례이다. 초기
의 멀티모달 인터랙션은 키보드에 마우스와 음성을
결합시킨 형태로 출발하였다. 이후 음성과 제스처가
통합되면서 공간 및 지도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후 촉각과 지각 인터페이스 (시선의 응시, 표정인식,
뇌과 컴퓨터의 결합 등)등 새로운 인터렉션 패턴들이
소개되면서 전통적인 데스크탑 사용경험에서 많은 확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모달 인터렉션은 다양한
인터랙션 패턴 통합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
화하는 형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14,15]. 앞으로 인공
지능 및 센서 기술의 발달로 멀티모달 인터렉션은 새
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집사/비서 역할의 관점의 사례는 그림 5 의 Gaze
Touch Pass 와 같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원하
는 과업을 수행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처음 시연된
Put That There (1980)로 같은 맥락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5 시선 응시와 터치를 결합한 인증 인터페이스 Gaze
Touch Pass

총 11 개의 사례를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여,
표 2 과 같이 세가지 관점으로 멀티모달 인터렉션의
장점을 사용자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3) 상황에 따른 효과적 모달리티 적용의 사례는 그림
6 의 Shanghai Subway 이 있다. 상황적 변수를 고려
하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표 2. 멀티모달 인터랙션 사례 분류
분류

사례

효과적 정보 전

교육용 로봇 Luka Hero

달 관점

시각장애인용 교통서비스 시스템 TaxSeeMe
삼성 빅스비 비전 스마트 냉장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게임 TurtleTalk

집사/비서 역할
의 관점

인증 인터페이스 Gaze Touch Pass

그림 6 Shanghai Subway 의 음성 티켓 구입(좌) 얼굴인식
게이트 (우)

무인 프런트 Ding Ding M2
약물 관리 비서 Medication Assistant
스마트 홈 Amazon Echo Show

상황에 따른
효과적
모달리티
적용의 관점

4. 모델 제안 및 논의

상하이 지하철 음성 티켓 판매기, 얼굴인식 게이트

사용자 중심 멀티모달 인터랙션 디자인 모델은 지능
형 사물 (Intelligent Thing)과 일상의 상황에서 자연
스러운 소통이 가능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디자인 컨
셉 제안 및 시나리오 구성을 목적으로 제안하였다. 선
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두 가지 원칙을 기반
으로 구성하였다.

스마트 폰 Lip-Interact
BMW HMI 스마트 카

1) 효과적 정보 전달 관점의 사례는 그림 4 Luka
Hero 와 같이 학습, 이나 전시와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용자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람
들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달리티를 선택하듯이, 상
황에 따른 모달리티 유용성, 조합의 가능성을 판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의 모델, 그리고, 사례 분석
을 통하여, 그림 7 과 같이 상황적 제약 Filter 를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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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간관계적, 선호/능력, 사물기능의 네가지로 정
의하였다. 상황에 따른 모달리티의 선택과 조합, 그리
을 상황에 맞게 맵핑 (Mapping)을 하는 것은 중요하
다. 서빙 로봇을 디자인하는 경우, 매장 내 많은 사람
들에게 호의적 인상을 주면서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대에 따라 빛과 같은 물리적 조건이 바뀌게 된다.
또한 고객 수와 그룹에 따라 인간과 로봇이 관계 설정
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상황적 제약은 인터랙션 디자
인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상황적 변수가 되는
것이다.

존할 수 있는 인터렉션 디자인 컨셉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문화적 코드, non-verbal
communication 채널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지능형 사물의 자연스러운 모달리티 채널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이다. 인터랙
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디자인 언어로, 운동언어, 의
사언어, 외형언어, 시간언어의 네가지로 그림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하였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났
을 때, 상황에 따라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 인사를 대
신하거나, 상호간의 제스처나 사인, 로봇과 인간의 움
직임과 속도, 그리고 상호간 반응이 중요한 경우가 많
다. 이러한 경우 개인간, 사회 집단이나 문화에 따른
다양한 상호작용을 방식을 이해하고, 지능형 사물과
사용자가 소통 가능한 모달리티 채널을 구성할 수 있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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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산관리 등 IT 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
미한다. 이러한 핀테크에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등

본 연구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의 송

의 개인금융부터 투자와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금 기능에 대해 이를 접해보지 않은 20 대와 중장년층

존재한다[1]. 핀테크의 발달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발달을 이끌었는데 그로 인해 고객들은 몇 번의 탭만

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카카오페이 송금 기
능의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

으로 복잡한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쉽게 이용

대 청년층의 카카오페이 송금 기능 수행 정도가 중장

할 수 있어졌으며 기존의 복잡했던 전통적인 금융방
식과는 달리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년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아이콘, 폰트,
UI 등에 익숙하지 않아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의 횟수가

카카오페이는 메신저 기반의 금융 서비스 어플리케

더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4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한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사용성 개선에 참

이션이다.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 수는 2000 만명에
달한다.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이용자 유치에 강점을

고되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

갖는다. 총 거래액은 약 3 조원이며 단순 결제 서비스

다.

에 이어 송금, 멤버십의 연결과 함께 카카오페이 카드
를 출시하며 진취적인 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2].

주제어

활성 사용자 1,900 만을 돌파했으며, 19 년 상반기 거
래액만 22 조원을 기록했다[3].

현재는 더욱 발전해 지난 8 월 누적 가입자 3,000 만,
핀테크, 카카오페이, 사용자 경험

Opensurvey 의 국내 20~50 대 남녀 500 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간편결제·간편송금 트렌드 리포트’에 따
르면 현재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20 대는

1. 서 론

60.7%이며, 중장년층은 43.6%다. 이들은 간편송금

1.1 연구 배경

시스템에 대해 86.7%가 ‘편리하고 빠른 송금 방식 때
문에 카카오페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4].

4 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IT 기술
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IT 기술을 많이 도입한 금융산업은 IT 산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선발주자인

업만큼이나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핀테크다.

카카오페이의 송금 기능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 조사
를 진행한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송금 기능을 사용하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는 데 있어 연령층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

기술

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문제
점 도출을 통해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송금, 개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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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 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장년층은 9 명으로 만
43~67 세(평균 52.2 세)의 남성 5 명과 여성 4 명으로
구성되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숙련도를 통제하기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송금 기능에 대한 수
행 정도를 20 대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나누어 비교

위해 비사용자들을 모집하였다.

해보고, 연령층에 따른 수행 정도 차이의 원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는 연구 질문이다.

3.2 사용성 평가 과제

(1) 20 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카카오페이(송금하기)

카카오페이 기능 중 송금하기에 대한 사용성 평가

를 다루는데 있어서 수행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를 위해 과제를 설정하였다. 과제는 카카오페이의 송
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 계좌에 10 원을 송금하

(2) 20 대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수행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는 것이었고 이 과제는 총 9 단계를 거쳐서 완료를 할
수 있었다(표 1 참고).

2. 관련 연구

표 1. 사용성 평가 과제 9 단계

핀테크에서도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모바일뱅킹,
간편결제, 간편송금으로 구분된다[5]. 모바일뱅킹은

단계

금융사와 은행이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채

1

카카오페이 송금 창 들어가기

널로 잔액조회와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비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2

계좌 탭 누르기

로 간편결제는 미리 카드에 대한 정보를 기기에 저장

3

은행 탭 누르기

해 둔 뒤 결제가 필요할 때에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
체 인식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4

은행 선택하기

5

계좌 번호 입력하기

6

금액 입력하기

7

정보 확인하기

8

핀 번호 입력하기

9

송금 결과 확인하기

이며 간편송금은 수취인의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기기에 미리 충전된 선불금이나 연결된 금
융계좌를 통해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2, 5].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는 쉽고 빠르게 송금이 가
능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
자들이 그 사실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사용자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에 따른 실제 이용률에는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3.3 관찰 및 인터뷰 조사

는 것 이외의 다른 요인이 실제 사용에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수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제 완료 시간을 측정

더 나은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를 위해 개선 사항

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오류 횟수, 도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모바일 금융 서비스
중 간편송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다뤄지지 않았

움 요청 횟수를 함께 측정하였다. 오류 횟수는 잘못
탭을 하여 이전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모두 오

으며 특히 카카오페이의 송금하기 기능 사용에 있어

류라고 보았고 도움을 요청한 상황은 참가자가 실험

서 연령층에 따른 차이를 함께 보고하는 연구는 이뤄
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고찰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에게 어떻게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를 모두 도움 요청이라고 처리하였다.
오류나 도움 요청이 발생한 단계를 기록하고 과제

3. 연구방법

완료 후 인터뷰를 통해 오류와 도움 요청이 왜 발생했
는지를 보고하고도록 했다. 인터뷰 질문은 세 가지로

3.1 사용성 평가 참가자

오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도움을 요
청했는지, 수행 중 헷갈리는 것은 무엇인지이다.

사용성 평가 참가자들은 연령층에 따라 두 개의 집
단으로 모집했다. 먼저 20 대 청년층은 8 명의 만
19~26 세(평균 21.1 세)의 대학생들로 남성 6 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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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평가 절차
모든 참가자들은 iPhone Xs 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평가 장소는 소음이 없고 실내 조명이 있어 수행에 방
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먼
저 실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듣고 실험자의 카카오
페이 송금 시범을 보고 난 뒤 구체적인 과제를 받아
수행하였다. 수행 중 실험자는 오류와 도움 요청의 횟
수와 단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수행 종료 후 인터뷰
를 통해 어려웠던 점과 사용 소감을 보고하도록 하였
다.
그림 2 연령층별 오류와 도움 요청 횟수

4. 연구 결과
4.1. 관찰 조사 분석

4.2. 인터뷰 조사 분석

연령층이 상승함에 따라 과제 완료 시간이 많이 소
요되었다(그림 1 참고). 20 대 청년층은 평균 과제 완

인터뷰 질문에 따라 단계별로 오류와 도움 요청에

료 시간이 30.71 초가 소요됐다. 반면, 중장년층에서
는 69.74 초로 20 대 청년층의 평균 과제 완료 시간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1, 2, 4, 5, 8 단
계에서 불편 사항이 있음을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표 2 에 제시했다.
표 2. 인터뷰 조사 내용

단계

인터뷰 내용

1

카카오페이의 기능을 설명하는 아이콘의 모
양이 익숙하지 않은 것, 글씨가 작은 것 등
의 불편하다.

2

‘친구 찾기’ 와 ‘계좌 번호’를 누르는 아이콘
을 선택하는 과정이 헷갈린다.

4

은행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찾기
에 어려움을 겪었다.

5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칸의 지시문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림 1 연령층별 과제 완료 시간

8

핀 번호 숫자를 기입하는 과정 중 숫자가 입
력되었다는 피드백 UI 를 식별하기 어렵다
(숫자 입력 시 6 개의 점들이 채워져 나가는

20 대 청년층에서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오류와 도
움 요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2 참고). 반면에 중

UI 가 헷갈린 것).

장년층에서는 9 단계 중 오류 5 회, 도움 요청 5 회가
발생하여 20 대 청년층과 차이를 보였다.

4.3.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사항
1 단계에서 ‘송금’ 글자 크기가 작아 한눈에 파악하
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
금 기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
울 필요가 있다.

- 1096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2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할

이러한 불편 사항들로부터

때 친구 목록에서 수취인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
면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중장년층에게 더 나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제공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더 자세

기 위해 도출된 불편 사항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한 지시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UI 는 ‘친구’
와 ‘계좌 번호’ 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친구 목

연구에서 네 가지 개선점을 제안한다. 첫 번 째는 수
취인 계좌를 입력하는 ‘계좌 번호’ 탭 내에 ‘계좌 번호

록에서 찾기’와 ‘계좌 번호 입력하기’와 같이 더 자세

입력’의 폰트의 크기를 키우고 색 대비를 선명하게 하

한 지시문을 제공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특정 계좌를 선택하기
전에 보게 되는 ‘친구’ 와 계좌 번호’ 가 적힌 UI 에 지

4 단계에서 송금 은행을 선택할 때 카카오페이에서

시문을 더 자세히 배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계좌

임의로 지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 송금하고자
하는 은행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번호 탭에서 볼 수 있는 은행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수취인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거나 검색 기

전에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의 숫자를 볼 수 있도록

능을 추가하여 빠르고 쉽게 원하는 은행을 찾을 수 있
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연령층에 따라 사용률이 상이하지만

5 단계에서는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눈에 잘

이를 탐구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카

띄지 않는다는 불편 사항이 있었다. ‘계좌 번호 입력’
의 폰트는 연한 회색이며 바탕은 흰색이다. 이 부분을

카오페이 송금기능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였고
기능과 UI 개선에 있어서 제안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눈에 잘 띄게 보완해야 한다.

의의를 가진다. 이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를 모
집하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실제 장면에 적용하기

8 단계에서는 송금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보
안 상의 이유로 비밀번호가 점(·)으로 표시되어 비밀

위해서는 개선 사항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번호가 틀렸을 때 어디를 틀렸는지 알 수 없다는 불편

가 필요하다.

사항이 있었다. 이는 비밀번호 보안을 위해 설정해둔
것이지만 5 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릴 경우 서비스 사
용이 제한되고 있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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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성 평가, UI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빈번히 볼 수 있다.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의 경우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 가야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 과정에서 큰 불편함을 느낀 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4-5].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성평가의
방법론인 현장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키오스크’의 주문 및
결제시스템 디자인으로 인해 각 연령대별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알아보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각 연령대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1.2

1.1

연구배경 및 목적

관찰에 있어 선행된 고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를 가진 매장 중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이다. 우선 현재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매장의
키오스크 도입율이 50% 이상[3]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춘천 명동 소재의 패스트푸드 매장인
‘롯데리아’와 ‘배스킨라빈스 31’을 연구 매장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사용자 분류인데 ‘키오스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나눌 수 있다. 주된 관찰 대상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혹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이며,
연령대별로 ‘미성년,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요약문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kiosk)의 사용자 경험을 현장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매장마다의
불편함이 다양하여 개개인 맞춤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뒤 끝으로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동화된 기계시스템은 점차 인력을 대체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다[1]. 관공서,
은행, 쇼핑몰,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개방된 장소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쉽고 빠르 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다[2]. 특히,
현재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매장의 키오스크
도입율은 50% 이상이다[3]. 그러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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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세분화한 관찰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키오스크’ 사용성에 대한 관점을 넓히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반구조화 된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3

본 조사

관찰 결과와 문제점 일반화에 유용한 대형 매장인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31, CGV’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선정하였던 3 개의
매장 중 CGV(영화관)는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2 곳의
매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일관성과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외하고 음식점
2 곳을 조사 매장으로 선정하였다. 팀원을 2-3 명으로
짝지어서 2 개의 매장에 가서 약 2 시간동안
현장관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위에 제시된
사전조사에서 합의된 관찰항목(연령대, 키오스크
사용여부, 키오스크 청결도 확인여부, 키오스크 터치
인식 실패여부, 주문 실패여부, 주문 시 걸리는 시간,
환불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별도로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시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 롯데리아 키오스크 발생 문제 1

연구 방법

이 프로젝트의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춘천
명동’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에 가서 점원과의
반구조화 된 인터뷰 및 사용자 관찰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서는 사전 조사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에 대해서 현장관찰을 진행하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매장 별로 ‘키오스크’의
디자인에 큰 차이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키오스크
결제 절차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결제 프로세스를 사진을 통해 도식화를 하였다. 각
매장별로 주요한 문제점 3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디자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4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안내를 하자 환불을 하는
고객이 3 명이 있었다.

그림 1 롯데리아 키오스크의 ‘취소하기’ 문제

보다 자세히 들어가서 주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핵심 문제 3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매장의 키오스크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은 ‘취소하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제품 주문에
있어 하단에 ‘취소하기’를 누르는 것은 전체 주문이
취소되어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자신이 직전에 담았던 제품의
취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서 수차례
목격되었다. 이에 ‘취소하기’ 문구를 ‘전체취소’로
바꾸거나, 눌렀을 경우에 안내사항으로 팝업을
띄우는 등의 방법으로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롯데리아 키오스크 발생 문제 2

연구 결과

각 매장별로 ‘키오스크’를 통한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을
사진을
통해
제시하였다.
‘키오스크’의 디자인으로 인한 핵심 문제점을
3 가지씩 서술하고 전체적으로 키오스크의 디자인 및
사용성 개선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롯데리아
평일 12 시~14 시에 관찰을 진행하였다. 미성년층
4 명, 청년층 22 명, 중장년층 11 명, 노년층 3 명으로
총 40 명을 관찰하였다. 이외에도 주문을 하다가
키오스크 터치인식 실패를 5 명이 보였으며, 주문에
실패한 사람은 1 명이 있었다. 또한 주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평균은 83 초가 걸린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 관찰 중 드러난 유의한 지점으로 키오스크 상에서
결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결제 직후 점원이

그림 2 롯데리아 키오스크의 결제진행과정 문제

두 번째로 사용자가 당혹감을 주로 경험한 것은 결제
진행 단계를 못 찾는 것이다. 롯데리아의 결제는 화면
오른쪽의 단계를 따라가서 결제가 진행되도록
되어있다. 포장 선택, 할인 및 적립 선택, 결제 종류
선택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되어있지만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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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의 사용경험이 적은 사용자는 결제단계에
들어와서 눈에 부각되는 색상의 ‘추가주문’에 집중이
쏠려 해당 결제 프로세스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제하기 단계를 화면 전체에 띄우고 결제화면을
눈에 띄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배스킨라빈스 31 발생 문제 1

● 롯데리아 키오스크 발생 문제 3

그림 4 배스킨라빈스 31 의 아이스크림 정보 부족

그림 3 롯데리아 키오스크의 카드인식 미인지 문제

마지막으로는
‘키오스크’의
카드인식
미인지
문제이다. 롯데리아의 ‘키오스크’는 카드인식에 시간
소요가 5~7 초로 다른 매장보다 긴 편이다. 그러나
카드를 인식 중이라는 표시는 화면의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러기에 사용자는 카드를 넣고 2~3 초 뒤에
키오스크가 카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인지한다.
그래서 미처 인식되지 못한 카드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삽입되면 카드를 인식
중이라는 화면을 추가하거나, 카드 인식 중에 소리를
넣어 사용자가 카드가 인식됨을 인지하게 해주는
디자인 개선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히 들어가서 주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 사항을 3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매장의 문제점은 ‘아이스크림 사이즈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다. ‘배스킨라빈스 31’은 아이스크림 맛과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주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주문 첫 화면인 사이즈 선택화면에서는
‘파인트, 쿼터, 패밀리, 하프갤론’ 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을 뿐 몇 가지 맛을 담을 수 있는 지와 용량에 대한
설명은 없다. 사용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점원에게 묻거나 카운터에 있는 모형을 참고한 뒤에
다시 ‘키오스크’로 가서 주문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각 아이콘을 누르면 맛과 용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배스킨라빈스 31 발생 문제 2

배스킨라빈스 31
평일 12 시~14 시에 관찰을 진행하였다. 미성년층
3 명, 청년층 5 명, 중장년층 4 명, 노년층 2 명이
관찰되어 총 14 명을 관찰하였다. 키오스크는 14 명
중 10 명이 사용하였고 주문을 하다가 키오스크
터치에서 인식 실패를 보였던 경우가 있었던 고객은
3 명이 있었다. 또한 완전히 주문에 실패한 사람은
4 명이 있었다. 주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평균은
78 초였으며, 환불 고객은 없었다.
그림 5 배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맛 선택 관련 문제

두 번째로 ‘아이스크림 맛 선택’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맛 선택과 관련해서는 맛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매장의 아이스크림 이름은
‘엄마는 외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무슨
맛인지 연상이 어렵게 지어져 있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아이콘을 터치하면 밑에 무슨 맛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개선방안을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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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킨라빈스 31 발생 문제 3

3.

결론 및 논의

3.1

연구 의의

‘키오스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의 다양성에
맞춘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변화의 시도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키오스크의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사용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히 문제점 제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 사용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
그림 6 배스킨라빈스 31 결제 화면에서의 문제

마지막으로 ‘결제 화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결제 시
결제화면에서는 ‘현금결제 불가, 해피포인트를 카드
및 번호로 사용불가’라는 안내사항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현금결제 불가’에 대한 문제점은 관찰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키오스크에서 사이즈와 맛을
선택하고 최종 결제화면에서 현금결제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보고 점원에게 가서 다시 주문하는 사람이
상당 수 있었다. 또한 ‘해피포인트 카드 및 번호로
사용불가’의 경우 바코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지 않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는 결제 마지막 화면에 도달해서야 알게
되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문 첫 화면에 크게
‘현금결제 불가, 해피포인트 바코드로만 사용가능’
이라는 안내문구를 넣는 개선방안을 생각했다.
표 1. 키오스크 매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롯데리아

배스킨
라빈스
31

개선방안

‘취소하기’버튼을
터치하면 주문내역
전체가 취소됨

‘취소하기’버튼을
‘전체취소’로 바꾸고
터치 시 전체취소를
알리는 팝업을 띄움

결제화면에서 결제
진행과정에 난항

결제단계 화면을
크게 하고, 눈에
띄는 색상으로 변경

결제 시 카드인식
시간이 길며 그에
대한 안내 부족

카드 삽입 시 안내
제공 및 소리를 통한
카드인식 확인유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정보제공부족

아이스크림 종류 및
사이즈 화면을 터치
시 설명 제공

아이스크림 종류의
배열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음

아이스크림 종류를
가나다순으로 정돈
및 검색기능 추가

결제 시 현금결제 및
적립카드 사용불가
안내가 부족

주문 첫 화면에
안내문구를 크게
제시하여 확인유도

향후과제

다양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관찰
조사하기는 했지만 관찰표본이 적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돋보기 기능, ‘키오스크’
화면이 너무 높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관찰 조사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나 매장에 오는
일이 적어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찰조사를 장기간 진행하고, 실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키오스크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부탁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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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방식들은 충분히 세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요약문
기존의 스마트폰 알림 시스템 하에서 사용자는 알림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매일
확인해야하는 수많은 알림 중 실제로 가치 있는 정보를
추리기 어렵고,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같은 형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자신에게 계속 중요한 정보라도
한 번 확인 후에는 휘발해버리므로 지속적인 정보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알림 정보 시각화 시스템인 DataHalo 를
제안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림 정보를 직접 모델링할 수 있고, 시각적 표현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직접 정한 수명까지 생성된 시각화와
계속 상호작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환경의 오픈 소스
런처를 개조하여 시스템을 프로토타이핑 한 뒤, 9 명의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사용자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알림 정보 상호작용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용자가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부 앱들은 자체적으로 보다 세밀한 분류를 통한 알림
관리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나, 앱 서비스마다 제공 여부
및 제공 기능의 수준에 편차가 크다. 따라서, 사용자의
알림 정보 상호작용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범용적인 알림 분류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알림 정보전달 방식은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의 알림 정보 상호작용 경향과 괴리가 있다.
알림은 정보를 발생 즉시, 한 번 확인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맥락에서는 사용자가
발생한 알림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달이
지연된다. 또한, 사용자는 알림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 알림을 지우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3].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자와 알림의
정보 상호작용은 일정 기간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알림 시스템은 이를 반영한
정보전달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알림 확인여부와 독립적으로 알림 정보의 '수명'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명 내에 발생하는 알림 정보

주제어

가치의 변동을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알림, 앰비언트 정보 시각화, 개인화

1. 서 론
스마트폰 사용자는 알림을 통해 다양한 앱으로부터
즉시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하루 평균 63.5 개[1]에 이를 정도로 많은 알림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알림이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중요히 여겨지지는 않으며, 보낸 사람이나 일정 등 의미
요소를 기준으로 각자 중요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2]. 그러나 기존의 스마트폰 알림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알림 정보 재구성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자는 앱 단위, 혹은 앱 내의 알림 채널

그림 1 – DataHalo 생성 앰비언트 시각화 (왼쪽). 시스템
인터페이스 접근 방법 (오른쪽).

단위로만 알림의 발생 및 피드백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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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생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고 (그림 3a), 키워드 기반으로 알림을 분류하여 의미 그룹을

2. 본문
디자인 고려사항

구성할 수 있으며 (그림 3-b), 분류된 그룹 별로 시간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존 알림 정보 상호작용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 알림 시스템인 DataHalo 를

및 알림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정보 가치 변화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c, 4-아래). 이렇게 생성된

제안하였다. DataHalo 의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앰비언트 시각화는 사용자가 자주 접근하는 홈스크린

고려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영역의 해당 앱 주변부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알림 정보의 수명까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개인화 인터페이스
1. 사용자는 알림 정보 시각화를 생성하는 모든

(그림 1-왼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취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

및

사용성

높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알림 정보 모델링

그림 2 – DataHalo 시스템의 시각화 생성 파이프라인

1. 사용자에게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방식의 알림
정보 분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알림 정보의 가치 및 그 변화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알림 정보 시각화 및 배치
1. 사용자의 다양한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표현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 DataHalo 시스템 인터페이스 (a) 필터 (b) 키워드

2. 알림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표현되어야 한다.

기반 분류 (c) 알림 중요모델 정의 (d) 시각 매핑 [중요도 –
위치] (e) 시각 매핑 [키워드 그룹 – 색].

3. 알림 정보 시각화는 표현하는 알림 정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기존의

스마트폰

홈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DataHalo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런처 애플리케이션인 Rootless
Pixel Browser 를 개조하여 DataHalo 시스템의 알림
정보관리 모듈, 시스템 인터페이스, 홈스크린 시각화

그림 4 – 알림의 기존 생애주기 (위). DataHalo 에서 제시한
중요도 모델의 예시(아래).

로직 등을 구현했다. 시스템은 각 앱 별 알림에 대하여
필터, 그룹화, 중요도 계산 및 시각 매핑 적용 과정을
사용자 실험

거쳐 알림 정보 시각화를 생성한다 (그림 2).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홈스크린 앱

DataHalo 가 제공하는 새로운 알림 정보 상호작용

아이콘 주변 영역에 알림 정보의 앰비언트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홈스크린 상의 앱 아이콘에 롱-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9 명의 일반 스마트폰

터치 시 등장하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개별 앱의
앰비언트 시각화 생성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오른쪽).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알림의 중요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사용자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20-30 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모집하였다. 실험은 참가자 별로 약 한 시간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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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으로 일 만원 (₩ 10,000)을 지급하였다. 실험
계획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용자 실험은 (1) 사전 인터뷰 – (2) 주 태스크 – (3)
사후 인터뷰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평소 스마트폰 알림 관리방법, 쌓여 있는
알림 상호작용 경험, 홈스크린 관리 방식 등을 확인했다.
주 태스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참가자는
두 개의 앱 (메시지 앱과 본인이 선택한 앱)에 대해
평소 알림 상호작용 시 겪었던 문제 상황을 실험
진행자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림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화 했다. 그 후, DataHalo 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정보의 분류, 모델링,
시각화 방법을 생성했다. 이 과정에서 DataHalo 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에
적절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수집했다.

방법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화된
시각적 표현 방법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의된
예시 시각 매핑들을 제공하면 실험 진행자의 설명
없이도 빠르게 기능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참가자가 제작한 복수의 앰비언트
시각화들을 배치하고 조정해보면서 응답한 시각화의
배치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표현의 다양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본인이 정의하여 배치한 알림
정보 앰비언트 시각화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크기나 색, 움직임과 같은 시각표현의 강도를
높이고, 홈스크린 내의 기존 앱 배치를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부 사용자들은 본인이 구성한
홈스크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각표현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시각표현의 강도를 낮추고, 시각적인
표현 방법도 일관되게 시각 매핑을 정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DataHalo 시스템으로 생성한
앰비언트 시각화들을 실제 홈스크린에서 어떻게 배치
및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3.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알림 정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정보 상호작용이 가진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결과 분석
사전 인터뷰 결과, 참가자들이 평소 알림 정보 상호작용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림으로 인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참가자가 알림을 끄거나 알림의 피드백
방식을 변경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알림을 끄는 경우,
일부 유용한 알림을 대부분의 불필요한 알림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쌓여
있는 알림 뭉치를 훑어보면서 즉시 처리할 것, 나중에
확인할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수 있는 새로운 알림 정보 시스템인 DataHalo 를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DataHalo 를 통해 중요한
알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속적인
맥락에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보 모델링,
표현 및 전달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 정성적인 사용자
실험을 통해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알림 정보 상호작용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화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했다. 이 때, 나중에 확인할 알림들은 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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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잘못된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동 자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해보아도 실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잘못된
자세인 경우가 있고 운동하는 사용자 역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안으로

요약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헬스케어 앱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모바일 헬스케어
앱들은 단순히 텍스트,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못하고

충분히

부상을

유의사항을

막는데

한계가

헬스 트레이너와 같은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실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비용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인지시키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Tensorflow 에서 제공하는 PoseNet

본 연구에서는 헬스 트레이닝에 대한 헬스 케어
앱을 제안하며 사용자의 운동하는 자세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운동 자세와 비교할 수 있으며
자세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인식하고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하기위해 Design Think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Brainwriting
방법으로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고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HMW(How Might We)를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정의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질문을 구성하고 답변하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에서 현재
아이디어에 대한 형태를 제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 구상, 플로우 차트 작성
및 모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했다.

주제어
헬스케어, 자세 보조, 운동, 인공지능, 신체 인식

1. 서 론
헬스케어 앱은 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한 보조
역할로 사용된다. 헬스케어 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웨이트 트레이닝(혹은 헬스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운동 방법을 배우는 앱이나 혹은 본인의 운동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앱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헬스케어 앱에서는, 식단 및 음식
쇼핑몰을 같이 연결해서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식품을 알려주거나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앱이 개발되었다.

2. 관련 앱 및 기능
헬스 트레이닝을 위한 헬스 케어 앱의 대부분은 운동
방법 제시와 운동 일지를 기본적으로 탑재하였다.
다만 특정 앱에서는 운동하는 자세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 이 앱을 소개하고 어떤 차별점을 있는지

2015 년에 진행한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웨이트 트레이닝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대표적인 원인은 무리한 운동이었다
[1]. 이런 무리한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무게와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해야
한다[2]. 그래서 많은 운동 관련 앱에서는
텍스트로
유의사항을
알려주거나
이미지,

소개하고자 한다.
“WeHealed”사에서 개발한 라이크핏 (LikeFit)
이라는 앱은 사용자의 신체움직임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인지하여 전문가가 보여주는 동작을
잘 따라하는지 확인한다 [3]. 사용자가 운동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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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동 동작을 고르면 전문가가 운동 동작을

핸드폰에는 적용하기 어렵기에 이보다는 가벼우며

보여주며 동시에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동작을
보여주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더군다나

충분 신체를 추적할 수 있는 PoseNet 으로 결정했다.

3.2 예상 작동 방법

사용자의 운동 자세에 대해서 “GREAT”, “BAD”와
같은 판정을 즉석에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운동 동작에 대해서 판정하는 정확도가 높지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할 것으로

않다. 예를 들어서 앉는 움직임이 약간만 있어도 좋은

운동을 고른다. 사용자는 본인의 운동 자세가 잘
찍히도록 핸드폰을 거치하고 사용자가 운동 동작을

기대된다. 먼저, 런지나 벤치 프레스와 같은 특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앱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약 3~5 회정도 반복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영상 속의
신체를 인식해 스켈레톤 데이터를 뽑는다. 그리고

운동을 재미있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운동 동작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기에
자세교정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충분히

해당 데이터와 미리 스켈레톤으로 분석한 전문가의
동작을 비교하여 자세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시스템이
비교한다. 사용자는 본인의 운동 모습을 확인하면서

충족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
동작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높은 정확도로 분석하고
제대로 된 운동동작을 제시함으로 사용자가 제대로

동시에 스켈레톤으로 변환된 본인의 잘못된 자세를
별도 표시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이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자세를 가르쳐 줄 것으로

된 운동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3. 퍼펙트핏: 신체인식을 통한 자세교정 헬스
케어앱

기대된다.

퍼펙트핏의 목표는 운동하는 사람이 정확한
운동자세를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TensorFlow 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PoseNet 을 활용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퍼펙트핏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POSENET
PoseNet 은 사람의 몸동작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 이 모델은 몸의 신체 중 16 개의 부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눈, 코, 입부터 손, 발 관절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다 [4]. 또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에서
처리 가능 할 수 있으며 성능 속도는 기기와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따라서

최대

31ms

정도

걸린다.

<그림 1>과 같이 신체를 추적하여 사람이 어떤
자세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1. PoseNet 작동 예시[5]

이 모델을 고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3.3 프로토타입(PROTOTYPE)

핸드폰과 같이 가벼운 프로세서에서도 충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추적 인공지능 모델 중

위와 같은 예상 작동 방법을 기반으로 핸드폰에서

유명한 “OpenPose”이라는 모델은 최대 25 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또한
자세 교정 기능에 트레이너와의 소통 기능을

지점으로 몸 추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양손의 각각
21 개의 지점으로 손 추적, 70 개의 지점으로 얼굴

추가하여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등, 신체 추적 모델 중 가장 좋은

전문가로 극복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하였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6]. 하지만 돌아가는
프로세서가 고성능일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CPU 만으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8 코어를 권장할

먼저 운동하는 사용자는 앱에 대한 회원가입을

정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추가적으로 운동
목적도 입력한다. 운동 목적을 앱에서 수집하는

꽤

무거운

인공지능

모델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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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 동작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운동을 했던 횟수만

운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운동으로 중량이 필요 없지만

정하여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본인이 고른 트레이너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

많은 반복수를 요구하는 운동인 “런지, 퍼피 테스트,

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본인의 식사 기록도 남길 수

로잉머신”을 제안할 것이다. 다만 위 운동들로만
한정해서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있어 전체적인 운동 기록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원한다면 다른 운동을 사용자가 고를 수 있다.

그림

3.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퍼펙트

핏

플로우차트(Flowchart)

트레이너는 사용자가 기록한 운동 및 식사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
앱
사용자에
대한
퍼펙트
핏
플로우차트(Flowchart):운동 목적을 구분한 이유는 추천
운동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며 이후 과정은 모두 동일함)

트레이너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게다가 트레이너가 사용자가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운동 자세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서
인공지능이 하는 자세교정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하는 사용자는 자세 교정 기능을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운동 자세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동기록도 쉽게 할 수 있다. 자세 교정으로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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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발전 계획

5.

TensorFlow,

PoseNet,

https://www.tensorflow.org/lite/models/p
ose_estimation/overview,
Accessed on

본 논문에서는 헬스 트레이닝에서의 자세교정을 신체
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헬스케어
기능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9, 11.21
6.

헬스케어는 동기부여와 지식전달, 기록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기능을 통하여 부상 예방 및 자세 교정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단지

CAO, Z., HIDALGO, G., SIMON, T.,
WEI, S.-E., and SHEIKH, Y., 2018.
OpenPose: realtime multi-person 2D pose
estimation using Part Affinity Fields. arXiv
preprint arXiv:1812.08008.

유의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서 직접
해보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자세교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미 자세가 틀어진 체형을
가진 사용자라면 개인의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훈련으로 서서히 시간과 운동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간이

늘어간다는

점은

오프라인에서 운동할 경우 금액적 부담으로
연결되지만 온라인의 이러한 코칭 기능은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연결하여 향후 발전된 앱의
기능으로는 프로토타입에 나온 기능과 같이 다이어트
식단을 연결하거나 레벨에 맞는 신체 부분별 운동
추천, 1:1 트레이너의 5 분진단과 같은 이색적이면서
가격의 부담이 크지 않은 기능적 부가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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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경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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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표정, 목소리, 발음, 속도, 시선 등
8 가지 요소로 분석해 면접 스타일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실제 면접에서 활용 가능한 팁까지
면접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3]. 하지만 기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질의응답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지는 면접실 입장하기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문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
준비생들은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점 또한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댄 네슬러(Dan
Nessler)가 제안한 개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적용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컨설팅 경험의 특징 및 문제를
발견하여 경험 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오프라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시공간적,
경제적 불만족, 그리고 컨설턴트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온라인 컨설팅 방법 중
인공지능 기반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불만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응답자 주요 행동패턴과 페르소나를
구체화하여 멀티모달 딥러닝 기반 개발 방향성을
제언 하였다. 이를 통해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경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멀티모달 딥러닝에 기반하여
면접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인공지능 컨설팅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취업 입문
단계에 해당하는 20 대, 30 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면접 이미지메이킹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가진다.

주제어

2. 이론적 고찰

인공지능,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사용자경험

2.1 이미지메이킹의 정의 및 중요성

1. 서 론

이미지메이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거나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을 뜻하며, 처음 입력된 정보가 이후에
습득하는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요소이다. 이미지는 생각, 감정,
습관과 같은 내적 이미지와 외모, 표정, 말투, 자세,
행동과 같은 외적 이미지로 인해 형성되는데, 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4].

첫인상은 취업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합격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며, 취업 준비생들은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적 관리, 면접
대비와 같은 기본적인 준비는 물론 면접에서
신뢰감 있고 단정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한
이미지메이킹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지원자의 첫인상과 목소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미지메이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
취업 컨설팅 서비스 이용자 300 명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중복 응답) ‘가격 불만’이 42%,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3.7%, ‘전반적인 강좌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32.7%로
나타났다[2]. 이에 셀프 코칭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모의 면접 서비스가 출시 및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출시한
모의
면접
서비스
‘아이엠그라운드’가 있으며, 면접 영상을 촬영하면

2.2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Multimodal Interface)는
제스처, 시선, 행동 패턴, 음성, 물리적 위치 등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부호화하는
인지기반 기술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멀티모달
딥러닝
알고리즘이라 하며, 단일 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상, 음성, 생체 신호 등 각 신호들을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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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 이미지메이킹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로 대체될 가능성을 보고자
조사하였다. [표 1]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설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댄 네슬러(Dan Nessler)가 제안한
개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적용하여 ‘옳은
일을 함(Doing the right thing)’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경험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발견리서치 단계’에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 준비생의 면접 이미지메이킹 경험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의-종합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리서치 결과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였다.
두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메이킹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2. 설문 문항 구성

구분

AA

3.1 조사 대상 선정 및 설문지 작성
A

최근 1 년간 이미지메이킹 컨설팅을 받은 적
있거나 면접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남녀 20 대
5 명을 선정하여 설문 문항 설계를 위한 인터뷰를
개별 또는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설문
문항
유형을
알파벳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다.

AB

표 1. 설문 문항 유형

구분

의견

경험적
(A)

BA

- 응시자가 인지하고 있는 이미지메이킹의
필요성을 알고자 하였음

BB

- 응시자가 인지하고 있는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 알고자 하였음

BC

- 면접 예절, 정형화 항목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음

이미지
메이킹
(AB)

AI
컨설팅
서비스
인식
(C)

면접 경험
(AB)

- 가장 의사 결정권이 높은
면접관이 응시생의 합격 여부를
수신호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음

인식
(BA)

- 뜻을 알지만 용어 자체를 모름

평가 요인
(BB)
사례
(BC)
신규 고객
유입 요인
(CA)
AI
컨설팅과
면대면
컨설팅
인식 차이
(CB)

CA
C

-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음

- 어플을 통해 자신의 면접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거울을
보면서 연습한 경험을 통해 알고자 하였음
- 실제 면접을 본 사람의 경험을 알고자
하였으며, 초반의 생성된 이미지의 영향력을
알고자 하였음

- 컨설팅 경험이 적을 것 같음
- 어떻게 시작할지가 가장
힘들었음

- 면접을 3 파트로 구분하였을 때 경험을
알고자 하였음

AB

- 질의응답 위주로 연습했을 것임

면접 준비
및 컨설팅
경험
(AA)

설문 문항 의도
- 컨설팅 경험을 알고자 하였음

-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알고자 하였음
-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알고자 하였음
-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을 알고자 하였음

CB

- 취업 준비생이 인지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면대면 컨설팅의 인식 차이를 알고자 하였음

- 어떤 면에서 이미지메이킹이 잘
되는지 모르겠음
- 정형화된 면접 예절이 있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음
- 면접 연습하는 영상을 찍고
보는 게 어색함
- 정형화된 것을 인공지능이 잘
하므로 이 부분 집중

그림 1 면접 파트 구분

-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를 잘
모르겠음

3.2 데이터 수집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통해 “면접 이미지메이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설문”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지가 포스팅되었으며, 서비스 잠재
고객인 20 대, 30 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남녀
비율 및 연령대 비율을 맞춰 총 100 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사람이 잘할 것 같은 것과
인공지능이 잘할 것 같은 것을
체크해볼 것
- 시공간적인 부분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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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평가 요소 중 중요도 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기업 이해, 직무적합도, 문제해결이 평균 1.88,
표정, 시선 목소리가 평균 2.48, 태도가 평균 2.8,
자세와 복장이 2.84 가 나왔으며, 컨설팅을 원하는
요소의 순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기업 이해,
직무적합도, 문제해결이 평균 1.84, 표정, 시선,
목소리가 평균 2.31, 태도가 평균 2.66, 자세와
복장이 3.19 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4.1 인구 통계학적 결과
연령과 성별을 모두 균등하게 25 명씩 설문을
하였으며, 응답자 지역은 서울 33%, 경기 25%,
부산 10%, 인천 8%, 광주 6%, 대구 5% 순으로
차지하였다. 응답자 직업은 사무/기술직 32%,
대학(원)생 19%, 전문직 13%, 무직 8%, 판매/영업
서비스직 7% 순으로 차지하였으며, 그 외
경영/관리직, 기능/작업직 등이 있었다.

응답자를 부적절한 범주를 선택하게 하는
강제성이 있기에 서술형 응답을 개방 코딩(OpenCoding)을 통해 분석하여 응답자의 행동과 의도를
도출하였다.

취업을 위한 면접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85%였다.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컨설팅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복수 선택), 받은 적 있는 응답자는
22%였으며, 컨설팅 받은 경로는 특강 81%,
오프라인 컨설팅 회사 31.8%, AI 컨설팅 9.1%로
나타났다.
4.2 사용자 행동 요인 도출
취업 준비생은 취업난으로 지속적인 취업 실패를
겪고 있는 입장이므로, 성공적인 취업에 대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취업
준비생이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응답자의 행동과 의도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14 명의 응답자가 시공간적 접근성을
선택하였으며, 9 명의 응답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컨설팅 서비스 만족도는 5 점 만점 기준
평균 3.14 점이 나왔으며,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예상과 다른 서비스 제공’,
‘컨설팅 범위에 대한 불만족’, ‘자신과 맞지 않는
컨설턴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행동 변수에 해당하는 문항을 매핑하여, 문항별
가중치를 두고 행동 변수 별 응답자의 위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 그룹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룹의 특성에 따른 주요 행동 패턴(Major
Behavior Pattern)을 도출하였다.

그림 3 응답자 주요 행동패턴

- 111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표 3. 사용자 그룹 분류 및 특성에 따른 주요 행동패턴

그룹

주요 행동 패턴
면접 및 이미지메이킹 경험이 부족한 편

경험
부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편
컨설팅 비용에 민감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싶음
취업한 경험이 있어 면접 및 이미지메이킹 경험이
있는 편

경험
다수

컨설팅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이 존재

풍부하고, 이직을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지만
오프라인 이미지메이킹 컨설팅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AI 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용자를 설정하였다. 이에 전문 지식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컨설팅 전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페르소나를
4 가지의 행동(면접 경험, 이미지메이킹 경험,
비용에 대한 민감도, AI 컨설팅에 대한 민감도)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5. 주요 기능 설정

컨설팅을 받는 동안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음

1 순위 페르소나, 2 순위 페르소나를 만족하는
핵심 키워드로 개인 맞춤형,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함
AI 에 대한 신뢰가 낮음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컨설팅 범위와 컨설턴트의
역량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프로세스 중
부분적으로 받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컨설턴트의 솔직함,
냉정함, 공감 등 성격에 관한 부분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는
일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컨설팅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같은 데이터로 컨설팅을 받았을 경우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받을 때 사용자가 받을 민망함, 부끄러움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4.3 페르소나 설정
그룹 별 특성들과 목표를 목록화하여 페르소나를
설정하였다.
1
순위
페르소나(Primary
Persona)로 면접 경험과 이미지메이킹 경험이
부족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컨설팅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사용자를 설정하였다. 이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
제공과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한 서비스
사용할 수 있음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순위
페르소나(Second Persona)를
면접 경험이

위와 같은 부분들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능숙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만조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망함,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자신과
흡사한 아바타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사용자의 모습에 관한 영상처리, 주변 음성 및
사소한 습관에서 나오는 음성에 관한 음성처리
그리고 더 나아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생체 신호 처리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멀티모달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 ‘1 순위’ 페르소나(Primary Persona)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여 컨설팅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적 제언을 하였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도출한 두 페르소나 모두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멀티모달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페르소나 공통
needs 와 wants 를 충족시키고, 페르소나 별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5 ‘2 순위’ 페르소나(Second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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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오프라인 컨설팅의 불만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컨설팅 방법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반 컨설팅 서비스의 관심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며,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경험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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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병해충 데이터에 최적화된 SE-DenseNet 모델을
제안한다. SE-DenseNet 과 CortexNet 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각자 환경에서 실험하였으며,
데이터에 따라서는 범용지향 모델보다 목적을
가지고 최적화된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으로 영상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정된 데이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태그검색과 유사도검색이 활용된다. 여기서
태그검색을 위해서는 태그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주제어

2. 본론

영상처리, 딥러닝, 영상분류

본
연구에서
영상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서술하기에
앞서
우선
영상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영상처리의 분야가 따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며 각 결과를 조합해서 검색결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각 분야 별로
따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서 론
1.1 배경 및 동향
영상처리기술은 공장의 자동화와 같이 사람이
직접 보고 해결하던 상황을 기계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기계는 아무리 반복과정을
수행해도 사람과 같은 피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증가 및 불량률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공장 외에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업무일 경우 대상에 따른 활용이
무궁무진하다.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처리에도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이 접목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1 영상관리시스템
영상관리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은 영상관리지만
세부적으로는 영상을 단순히 DB 에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복영상 확인, 접근 권한 관리, 태그
생성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기능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복영상 확인과 태그
생성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병해충 검출, 병해충 분류, 유사영상 검색,
DB 관리로 나눠서 설명될 수 있다.

딥 러닝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동시에 빅데이터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향상된
컴퓨팅성능을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구조가
발표되고 실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인지오차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발전한 상태다.[1]
그러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수가
적은 특수한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에 비해
학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데이터일수록 데이터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수가 적을수록 데이터가 학습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2.1.1

병해충 검출

병해충 검출 영역은 영상 내에 포함된 병해충
후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검출기는
영상 내 포함된 증상의 검출과 대략적인 위치를
찾는 것이 목적이며 빠른 수행을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한다. 슬라이딩 윈도우기법은
정해진 크기의 윈도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며 별다른 알고리즘 없이 분류기로도
구현이 가능할 정도로 원리는 단순하다. 때문에
복잡한 검출과정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분류기
성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교신저자: 한동일(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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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딥러닝 모델
본 내용에서는 병해충 분류항목에서 서술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나 설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해당 개념이 사용된 모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서술한다.
2.2.1

뇌의 시각인지경로를 기반으로 생성된 모델이다.
인간의 시각 피질이 하는 역할을 모방하여
설계되었으며 추상적인 정보 취합, 다른 차원의
정보 생산 2가지 역할을 가진다. 상위레벨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고
하위레벨로
예측결과를
전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구축하여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게
된다.

그림 1 영상처리과정을 나타낸 시스템 구조

2.1.2

CortexNet[3]

병해충 분류

태그를 생성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며 입력 받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딥 러닝을 활용하며 모델의
설계방향은 속도와 정확도에 한정된다. 이는
관리시스템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처리되야 하므로
가능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하게 되며
시스템은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를
전제로 구성되어 특정 라이브러리로 고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진다.
2.1.3

유사영상 검색

영상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중복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징추출과 유사도측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특징추출은 가변적인 크기의 영상을 정해진
크기의 특징벡터로 인코딩하는 과정이며 인코딩은
딥러닝 모델이 활용된다. 여기서 학습하는 과정은
분류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학습 이후에는
분류 레이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모델을 통해
인코딩 되어 생성된 특징벡터는 유사도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며
거리계산을
위해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2]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차원 확률에 기반한
차원축소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가장 가까운
특징벡터와 거리를 찾는 용도로 활용된다.
2.1.4

그림 2 CortexNet 의 핵심블록 구동원리

2.2.2

SE-DenseNet

SE-DenseNet은 Conv블록, Excitation블록,
Dense블록,
Transition블록으로
구성된다.
DenseNet[4]과
SENet[5]의
구동원리를
접목하여 혼합한 형태를 가지며 이를 블록 화한
것이 그림 3과 같다. Dense블록은 DenseNet의
구동원리를 바탕으로 특징을 중첩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Transition블록은
SENet의
구동원리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DB 관리

영상 및 태그를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태가 정의된다. 크게 5 개로
구분되어 저장되며 바이너리원본, EXIF&파일정보,
프레임정보, 특징벡터, 분류태그&위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영상 하나에 여러 프레임 또는 여러
태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일의
수보다 많이 차지하는 공간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명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준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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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DenseNet 에 사용된 블록종류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병해충 리스트

표 1. 작물의 부위별 데이터 수

작물

부위

종류

데이터 수

딸기

열매

2

49

딸기

잎

9

1277

딸기

줄기

5

431

포도

열매

6

837

포도

잎

6

927

포도

줄기

6

502

34

4023

합계
그림 4 SE-DenseNet 구조

표 2. 사용된 데이터 예시

부위

3. 실험

과육

잎

줄기

딸기

3.1 데이터셋
해당 논문에서는 2 개 작물, 3 개 부위, 34 개의
병해충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사용된
리스트는 그림 5 와 같다. 그리고 이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4023 장이며 표 2 에서 보이듯이
병해충이라 판단되는 영역을 지정하여 추출한
데이터로 구성 되어있다.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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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환경

표 4 는 학습이 끝난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혼동행렬을 확보하여 얻은 정확도다. Recall 과
Precision 은 34 개의 병해충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낸 결과다.

실험에는 SE-DenseNet 과 CortexNet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각각 CNTK 와 Keras 로
구현되었다. 이는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이며
시스템에서는 라이브러리를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전제로 각자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통적으로 학습은 총 100 회
수행되었으며
최적화함수는
RMSProp
이
사용되었다.

표 4. 최종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 비교

표 3.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의 크기 비교

모델

파라미터

레이어

크기

Cortex34

35,815,770

396

144MB

Cortex50

41,306,330

444

166MB

SE-Dense

31,124,396

125

125MB

모델

recall

precision

accuracy

Cortex34

80.55%

79.87%

91.76%

Cortex50

68.46%

73.57%

83.93%

SE-Dense

97.05%

97.79%

99.32%

5. 결론
SE-DenseNet 은 CortexNet 보다 파라미터와
레이어 모두 적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우 최적화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 깊고 큰 모델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데이터에 따라
최적화된 모델을 찾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 은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크기를 비교한 표다.
CortexNet34 와 SE-DenseNet 은 파라미터와
모델의 크기는 비교적 유사하지만 레이어의
깊이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CortexNet 은 상대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이고,
SE-DenseNet 은 넓적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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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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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습횟수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 비교

그림 6 은 위의 모델을 학습하였을 때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학습속도는 SE-DenseNet 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학습 정확도도 SE-DenseNet 이
최종적으로는 높게 잡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CortexNet 은 병해충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횟수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 Hu, J., Shen, L., & Sun, G. (2018). Squeezeand-excitation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713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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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 PDF document application that optimize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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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기계발 도
서나 과제 파일(문서)을 읽는 대학생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서를 동시에 읽어야 하
는 대학(원)생들이 문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PDF 뷰어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였다. 개발에
앞서, 기존에 출시된 문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은 세 가지 차
별화된 기능을 제시한다. 각 기능은 문서일정 관리
/메모 관리/문서 관리로 나뉜다. 시스템 개발과정
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잠재 사용자들에
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발하였다.

(2)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논문을 읽는
대학원생
(3) 기간 내에 주어진 자료를 읽어야 하는 대학
(원)생 중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2.2 연구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설정한 잠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
장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학생 76 명,
대학원생 6 명으로 총 82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현장 인터뷰는 대학생 8 명, 대학원생 3 명으로
총 11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제어
문서 일정 관리, PDF 뷰어, 사용자 스터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내용은 사용자가 평소에
태블릿 PC 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서를 읽는
습관과 이때 느낀 불편한 점들, 그리고 이 불편한
점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대
학(원)생들이 많다. 그 중 대다수는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를 동시에 읽어야 한다.

2.3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및 반영
진행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PDF 뷰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문서를 보고 필기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사용자가 메모한 내용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
능이나 어플리케이션 내의 알림을 통한 문서 각각
에 대한 일정을 관리해주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다. 결국 사용자는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야 하고, 일정관리는 달력 어플리케이션이나
스케줄러를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첫째로, 알림이 제공되는 형태에 대해 사용자는 플
로팅 알림, 상단바 알림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화면 강제 잠금이나 화면 이동 제한의 경우는 높은
강제성을 때문에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
한 소리가 나는 것 보다는 진동이나 무음의 형태로
알림이 오는 것이 더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둘째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모를 기록해도
기록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검
색 및 정렬 기능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PDF 뷰어 어플리케이션 서
비스의 단점을 보완한 서비스를 디자인하였다.

셋째로, 사용자는 각각의 문서에 대해 중요도를 매
기고 싶어 하였고, 이를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반
영하였다.

2.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및 서비스 설계

넷째로, 사용자는 문서에 간단한 제목과 정보를 남
기고 싶어 하였다.

2.1 연구 대상 설정

다섯째로, 사용자는 여러 방법으로 문서를 정렬하
고 싶어 했다. 이를 반영해서 문서이름, 수정한 날
짜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정렬 기능은 오
름차순과 내림차순 설정이 가능하다.

잠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그룹으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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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문서에 대한 진행도를 확인
하고 싶어 했다. 이를 반영하여 문서리스트와 문서
상세정보에서 문서별 진행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여 사용자가 문서에 대해 중복해서 태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태그는 홈 화면에서 폴더 형
태로 출력된다. 추가된 모든 폴더(태그)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변경사항이 공유된
다.

2.4 Affinity Diagram 및 Persona 설계
진행한 설문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Affinity
Diagram 을 만들었다. Affinity Diagram 에서 다
음과 같은 세 가지의 Experience Pattern 을 추출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명의 Persona
를 설계하였다.

셋째로, 문서 별 메모 모아보기 기능을 모든 메모
모아보기 기능으로 확장하길 원하는 사용자가 많
았다. 이를 반영하여 각 폴더에 있는 모든 문서의
메모를 모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3.2 Hi-Fi Prototype
우리는 Low-Fi 부터 Mid-Fi 까지의 모든 피드백
을 반영하여 최종 Hi-Fi Prototype 을 디자인하였
다. 다음 세 가지 기능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차별
점이다.
첫째로, 사용자들은 높은 강제성을 띄는 형태의 알
림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다. 또한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이 알림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
다. 따라서 문서 알림 기능은 팝업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사용자가 진동 유무/다시 알림 유무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Experience Pattern 과 이를 반영한 Persona

3. 화면 설계 및 GUI 디자인
3.1 Low-Fi & Mid-Fi Prototype 설계
우리는 UCD (User-Centered Design)을 기반으
로 Low-Fi Prototype 을 제작하였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자들에게 받아서 Mid-Fi Prototype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림 4. 문서 알림 예시 화면

그림 4 는 개발된 서비스의 실제 화면이며 알림을
통해 문서정보/진행도를 제공하였다. 이어보기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봤던 페이지가 바로 열리도록
설계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첫째로, 어플리케이션의 홈 화면을 전체 문서, 읽
는 중(인 문서), 보관문서로 나누어 고정된 화면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폴더 형태로
문서를 관리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남겼다. 이를 반
영하여, 폴더 형태로 홈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였다.

둘째로, 문서별로 메모를 제공하게 되면 메모를 찾
기 위해 문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
었다. 이를 보완하여 각 문서뿐만 아니라 폴더 별
로 메모를 보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5 는 해당 기능의 예시화면이다. 검색 및 정렬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메모를 바로 찾
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메모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범위의 뷰어를 열어주어
사용자가 바로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기존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한 문서
에 대해 한 폴더밖에 설정하지 못한다. 해당 어플
리케이션에서는 한 문서에 대해 여러 가지 폴더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홈 화면 디자인 변경

둘째로,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문서끼리 모아보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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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분석
4.1 SUS 설문 결과

그림 7 대조군과 실험군(플래모) SUS 점수 boxplot

4.2 SUS 설문 분석
대조 어플리케이션은 A 등급 기준인 80 점을 못 넘
긴 75.42 이지만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어플리케이
션은 80 점을 넘겼다. t 검정 결과 t 값이 2.66 이고
P 값이 0.05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기에 대조
어플리케이션과 본 연구 어플리케이션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어플리케이션이 대조 어플리케이션보다 사용
성이 좋다 말할 수 있다.

그림 5. 폴더 메모리스트 예시 화면

그림 6 은 해당 기능의 예시화면이다. 선택한 모든
폴더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언제
든 수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각 문서의 변경사항
(메모/알림/필기)는 공유된다. 문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문서관리에
보다 신경 썼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들의
문서 일정 관리, 메모 관리에 기존 어플리케이션보
다 나은 결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원)생들의 문서관리 및 문서 일정 관리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모 관리 기능을
통해 원하는 메모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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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위해, 비슷한 스터디를 모집하는 타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들을 조사해 보았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IT 분야 스터디 매칭 서비스 개발을 HCI
적인 관점으로 진행한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개발
전 서비스의 Target User 를 설정하고 이들에게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해 서비스의 needs 를 파악 및
분석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affinity diagram
및 low/mid fidelity prototype 을 제작해 서비스의 방
향과 핵심 기능들을 미리 설계한 후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개발된 서비스에 대해 User Study 를 수행하여
SUS(System Usability Scale)를 이용한 사용성 검정을
통해 Human Factor 가 잘 반영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기존의 스터디 매칭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과 개발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을 비교 및 분석한다.

현재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
션이 시장에 나와있지만, 시간, 장소, 관심사 등 여러가
지 조건 때문에 최적의 스터디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조사한 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에 들어가야할 핵심적인 요소와 방
향성을 생각하였다.
1. IT에 특화된 그룹 스터디를 매칭 할 수 있어야 한
다.
2. 사용자에게 맞는 시간 및 분야와 관련된 그룹을 보
여줄 수 있어야 한다..
3.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이기 때문에, 전문성 보다는

주제어

유연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누군가를 가르

HCI, 스터디, 매칭, 웹 서비스, IT

쳐주는 ‘멘토’는 다른 그룹의 ‘멘티’가 될 수 있어야

1. 서 론

한다.

최근 증가하는 IT 수요량에 따라 IT 관련 학과에 진학하
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인문계, 비전공자 또
한 IT 관련 공부가 중요 시 되고 있다. 이들은 처음 겪는
컴퓨터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혼자서 학
습하기엔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소학회나 그룹 스
터디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룹 별로 모집 기간이 정
해져 있으며, 자신의 실력을 어림잡을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는 것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슷한 분야 및 실력을 갖

4. 멘토’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큰 강의를 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닌, 간단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일반적인 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를 ‘ITUDY’로 명명한 뒤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2. 사용자 스터디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적용을 위해,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 학생들끼리 ‘같은 시
간’에 함께 공부한다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IT 관련 공
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조건에 맞
는 스터디 그룹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

2.1 Survey
IT 관련 공부를 한번이라도 겪어본 대학생, 대학원생
100 여명을 대상으로 Google docs 이용하여, 설문을
약 1 주간 진행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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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그룹
IT 전공자

인터뷰 대상자
1. 소프트웨어학과 학부생
2. 컴퓨터 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그림 1. Survey 대상

IT 비 전공자

본 연구에서는 Survey 를 세 가지의 세션으로 나눠 세
션별로 도출하고자 하는 바를 다르게 하였다. 세가지 세
션과 대표 질문 다음과 같다.

1. 불어불문학과 학부생
2. 사회확과 학부생

IT 전문가

1. 그룹 스터디 현황 조사: IT관련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
며, 주로 이용하시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1. 네이버 백 엔드 개발자
2. 소프트웨어학과 재직 교수
표 1. 인터뷰 대상 분류

IT 전공자 경우 기존 IT 공부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IT 스터디에서는 서로
의 역량차이가 적어야 하고, 지인과 함께 스터디를 할
경우 친목도모로 인해 목적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을 파악했다.

2. 스터디 경로 별 문제점 인식: 선택한 수단을 통한
그룹 스터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3. 사용자의 조언 경험 여부: 크고 작은 과제, 지식 등
에 대하여 누군가를 가르친 경험이나 한 집단의 리
더로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이를 통
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

IT 비 전공자의 경우 IT 분야 입문 시에 겪는 어려움과
어떠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았다. 비 전공자의 경우 R 과 같은 통계 프로그래
밍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전공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IT 스터디의 필요성이 적음을 확인했다. 하지
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복수전공자의 경우 비 전공자
와 동일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겪는다는 것을 확인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Target User 가 있음을 인식했
다.

하시나요?
Survey 결과, 많은 수의 대상자들은 IT 관련 학습을 진
행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소학회/동아리, 지인과의
스터디는 시간 조율의 어려움과, 자신이 생각했던 분야
나 실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친목 도모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IT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진행했다. 기존 서비스 기획은 사용
자에게 각 IT 분야마다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워 자신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현
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마련한다 하더라도 객관성

이를 통해 서비스의 needs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스터
디 개설 시에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분야별로 요구되
는 역량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터디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
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따라서 객관
적인 지표를 삭제하고 스터디 모집자가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기 용이하도록 세부 역량을 직접 간단하게 설정

또한, 세션 3 의 질문은 ‘ITUDY’가 요구하는 ‘멘토 활
동’으로, 응답자들은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재 정립할 수 있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적절
한 동기부여로 멘토 활동을 통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IT 비전공자와의 인터뷰에서 파악한 새로운
Target User 인 복수전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해당 User 에게도 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수전공자의 경우 기존에 IT 전공자가 아니
었기 때문에 IT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나, 지
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2.2 Interview
설문조사와 별개로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과 Target
User 분석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크게 3 가지로,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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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ffinity Diagram

3. 서비스 개발

3.2 Low Fidelity Prototype

3.1 Affinity Diagram

앞서 제작한 Affinity Diagram 과 User study 에서 받
은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
능을 파악하였고, 구체적인 페이지를 마련해 low
fidelity prototype 을 제작했다 (그림 3). 작성한 low
fidelity prototype 을 통해서 서비스의 대략적인 기능
과 추가적인 기능을 정리했다.

본 연구에서는 User Study 를 바탕으로 분석, 요약,
정리한 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
은 4 가지 주요 theme 를 도출한 Affinity Diagram 을
작성하였다[1]. 작성한 Affinity diagram 의 4 가지
theme 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3.3 Mid/High Fidelity Prototype

1. 동기부여: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멘토의 유입을

Low fidelity prototype 에서 받은 feedback 을 바
탕으로 본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요를 나타낸 mid
fidelity prototype 을 제작했다(그림 4). prototype 은
Balsamiq Mockups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전체 웹
페이지 구조와 user feedback 반영을 중심으로 제작한
후 이를 토대로 high fidelity prototype 을 구성했다

활성화한다.
2. IT특화: IT공부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새로
운 교육 수단이 필요하다.
3. 다양성: 다양한 목적을 갖는 크고 작은 스터디 그룹
을 개설한다.

(그림 4). 아래 그림은 mid fidelity prototype 과 이에
대응하는 high fidelity prototype 을 나타낸다.

4. 필터링: 시간과 역량 등 조건에 부합하는 스터디 그
룹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4. 사용성 검증
최종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발한 서비스
가 실제 사용자에 있어 유의미한 사용성을 갖는지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을 통한 사용성 평가와 TTEST 를 실시했다.
4.1 사용성 평가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 평가를 위해 SUS(System
Usability Scale)를 사용했다 [2]. ITUDY 를 ‘실험군’으
로 설정하고, 개발한 서비스와 유사한 ‘에브리타임의
그림 3. Low Fidelity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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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Mid(좌) / High(우) Fidelity Prototype

준인 0.05 보다 큰 값을 갖으므로, 귀무가설인 ‘모집단
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를 기각하지 못한다(표 2). 따라
서 두 집단 모두 정규성을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 지 판단하기 위해 levene
test 를 시행하였고 테스트 결과 p-value 가 0.29 로
0.05 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귀무가설인 ‘집단 간의
분산이 서로 같다’를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 집단
은 서로 등분산을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수집한 표본이 정규성을 따르고, 등 분산 검사를 통해
non-constant 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t-test 를 진
행하였다. t-test 결과 t-value 의 값은 -4.000637067
이었고, p-value 의 값은 0.0039182 이었다. 따라서
p-value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터디 게시판’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사용자 설문을
실시했다. Between subjects study 을 진행함에 있어,
설문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5 명씩 구성하였다.
1. 서비스의 예상 target user 이어야 한다.
2. 관련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3. 설문 요청자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알
지 못하여야 한다.
표본

A

B

C

D

E

평균

실험군

82.5

72.5

69.0

80.0

70.0

74.8

대조군

65.0

40.0

37.5

57.5

55.0

51.0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SUS score

4.2 평가 분석
설문 대상자의 수가 30 명 이하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값에 대해 t-test 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
건이 필요하다.
§

각집단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

두 표본 집단은 정규성을 만족하고, 같은 분산(등

SUS Score

Grade

Adjective Rating

> 80.3

A

Excellent

68 ~ 80.3

B

Good

68

C

Okay

51 ~ 68

D

Poor

< 51

F

Awful

표 3. SUS Score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분산)을 가져야 한다.

4.3 사용성 결론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 집단은 하나의 서
비스만 사용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갖게 하였다. 또한
shapiro-wilk test 를 통해 정규성 검사를, levene test
를 통해 등 분산 검사를 실시했다. 정규성 검사 결과 대
조군과 실험군 모두 p-value 가 0.45, 0.28 로 유의 수

앞서 진행한 사용성 평가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SUS
평균은 각 74.8, 51.0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ITUDY’
의 사용성이 유사 서비스에 비해 높은 사용성을 가짐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진행한 t-test 에서 대조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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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SUS Score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왔다(t(8) = -4.006, p-value = 0.004). 따라
서 아래 표 3 에서 나타난 가이드라인에 따라 “Grade:B,
Adjective Rating: Good” 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IT 를 공부할 때, 독학
으로 학습하는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스터디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
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ITUDY’를 개발했다. 기존의 스터디를 매칭해주는 유사
서비스들은 접근성은 좋지만 시간조율 및 팀원 간의 역
량 차이로 인해 스터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ITUDY 는 IT 분야 스터디에 특화된 매칭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반응형 웹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 방법의 단점인 팀원들 간의 역량차이와 시간조율
의 문제점을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을 통해 해결했다. 이
를 통해 ITUDY 는 HCI 의 Human Factor 들을 최대한
반영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6. 사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의 SW 중심대학사업의 수행결과로 추진되었음
"(2015-0-00908)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nder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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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본 연구의 선행 서비스

한국 사회는 질문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착화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학교의 메신저
시스템을 UCD (User-Centered Design) 방법론
[2]을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질문하기 편한

UCD 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작게는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하고 크게는 수평적인 교육 분위기가
사회에 자리 잡히기를 기대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디자인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메신저 시스템의 경우 이 시스템의 사용자들인
학생과 교수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시킨 후, 개선시킨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어
UX 경험, HCI, 질의응답, 대학강의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Affinity Diagram, Persona & 영향력 분석,

지난 2010 년 9 월 G20 서울 정상 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폐막
연설 직후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1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을 직접 지목하여 질문을 받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이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교문화에도 만연하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수님들에게
수업시간에
직접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고착되어버린 한국의 정서를 억지로 바꾸기

Prototype 등 다양한 HCI 기법을 통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사용자 중심 디자인
3.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선행 서비스인
학교 메신저
‘아주톡톡’은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며, 서비스를 이용해 강의 중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질문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본

일반적으로 이를 이용해 본 사용자들은 대체로 안
좋은 사용자 경험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선행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에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메신저 시스템 ‘아주톡톡’을 선행 서비스로
설정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들은 총 48 명에게
진행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 중 질문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자 작성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타인의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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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스템 영향도 분석

시선을 신경쓰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익명성의 보장, 교수님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는 총 3 명에게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대략적으로 강의
진행의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수님들은 무엇보다도 강의
진행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원활한 서비스

시스템 속성

HCI 요소

영향도

위젯 기능을
통해 질문의
수 파악 및
답변 용이

유용성

(+)강의 중 수업 이해도 파악 가능

사용성

(+)강의를 방해하지 않고 질문 가능
(-)강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음
(-)구두 질문 기록 불가능

이용을 위해 편의성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3.2 Affinity Diagram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Affinity Diagram 을 작성하여 본
서비스가 가져야할 핵심 기능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핵심 특성 세가지는 (1) 학생들이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2)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3) 유저의 편의성이

채팅에 댓글
작성 가능

유용성

(+)학생들간 상호작용 가능

사용성

(-)강의 집중도 저하

카테고리 별
질문 분류
가능

유용성

(+)유사 질문 필터링 가능

사용성

(-)주관적 분류 기준

익명으로
질문 게재
가능

사용성

(+)자유로운 질의응답 분위기 형성

감성

(-)악성 질문 발생 가능성

질문/응답에
대한 포인트
획득

감성

(+)경쟁심 유발 및 자발적 참여 증대
(+)포인트 획득 통한 성취감 고취
(-)포인트 획득 목적의 악성 활동

고려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3 Persona & 영향력 분석
Affinity Diagram 을 거쳐 나온 핵심 특성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에 관련될 사람들의
특정 유형인 페르소나를 작성했다. 페르소나는 (1)

좋아요 버튼
통한 질문에
대한 공감
표현

감성

(+)질문에 대한 공감 수 확인 가능

유용성

(+)공감대 형성 및 흥미 유발

질문 목록
이메일 전송
가능

유용성

(+)질문 목록 기반 강의 피드백

사용성

(+)학생 맞춤 강의 진행에 도움

질문 목록
정렬 방식
개인화 가능

유용성

(+)질문 선별 가능

사용성

(-)소외되는 질문 발생

3.4.1

대규모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 (2) 강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규모 강의 교수, (3)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 대학생으로 설정했고,
각 페르소나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시나리오
중에서 본 서비스가 페르소나에게 영향을 주는

(-)공감 수에 따른 소외감 유발 가능

LOW-FI 프로토타입

Low-Fi 모델을 사용자에게 보여준 결과,
리더보드의 다양화, 강의 목록과 카테고리의 수정
등 약 11 개의 핵심적인 피드백이 나왔다. 아래의
표 2 는 피드백 중 시스템에 반영된 피드백과
반영되지 못한 피드백이다.
표 2. Low-Fi 피드백

상황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영향력 분석(claim analysis)을
진행했다. 영향력 분석 결과는 표 1 과 같다.

반영/미반영한 피드백
전교/학과 별 리더보드 다양화

3.4 프로토 타입

강의 목록 및 카테고리 수정 가능

앞서 진행한 UCD 기법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반영한
피드백

시스템이 가져야할 핵심 기능들이 포함된
프로토타입을 작성했다. 프로토타입은 다양한 UI
설계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UI
설계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작성한 프로토타입은 fidelity 를

질문 카테고리 별 알림 위젯 세분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닉네임 변경 기능 추가
시스템 트레이 기능을 통해 채팅 열기/종료 가능
질문 작성자에게만 답변 포인트 권한을 부여
자동 로그인 기능

반영하지
않은
피드백

기준으로 Low-Fi 와 Mid-Fi 로 구분했으며, 각
프로토타입에서 사용자에게 받은 피드백과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강의 미수강 학생들 채팅 입장 불가능 기능
종강 후 해당 채팅방 존속 여부 결정 기능
강의 시간 중 특정 카테고리 비활성화 기능

- 1128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표 3. Mid-Fi 피드백

4. 결과 및 분석

반영/미반영한 피드백

4.1 결과

획득 포인트에 따른 등급제 도입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의 UI 는 그림 1 과 같다.

포인트 사용을 통한 다양한 아이콘 획득 가능
반영한
피드백

포인트 평균 기준 학과별 랭킹제 도입

핵심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계정과 연동된
로그인, 수강중인 과목 불러오기, 학생간 익명
질의응답 기능이 추가되었고, 유저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게임적
요소인
리더보드

채팅방 내 조교 권한 부여

시스템기능을 추가했다.

특정 질문 검색 및 이동 기능 추가
‘내 질문 모아보기’ 기능 추가
질문 이메일 전송 시 카테고리 별 분류 기능 추가

반영하지
않은
피드백

졸업 시 회원 정보 자동 삭제 기능

3.4.2

이후 본 시스템이 선행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MID-FI 프로토타입

Mid-Fi 모델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준 결과,
질문검색, 졸업 시 회원 정보 존속 여부 등 약
7 개의 핵심적인 피드백이 나왔다. 아래의 표 3 은

4.2 사용자 스터디

피드백 중 시스템에 반영된 피드백과 반영되지
못한 피드백이다.

본 연구에서는 t-test 를 통해 “사용자가 본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 기존 유사 시스템을
사용할 때보다 더 긍정적인 사용성을 가진다”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위하여 실험군은 본 프로젝트인 아주똑똑으로,
대조군으로는 기존 유사 서비스인 아주톡톡을
설정했으며, 설문 문항은 1986 년 John Brooke 에
의해 개발된 System Usability Scale 10 가지
서베이 문항을 이용했다[3].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SUS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아주톡톡’(대조군)과 ‘아주똑똑’(실험군)의 SUS
점수 결과
SUS 점수
아주톡톡

37.

45

50

80

5

아주똑똑

87.
5

77.
5

82.
5

65

47.

42.

5

5

72.
5

80

55

85

40

87.
5

실험군과 대조군의 SUS 결과 점수를 통한 t 검정
결과, ‘아주똑똑’ SUS 결과 값의 평균이
‘아주톡톡’의 결과 값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p-value 를
확인하였고, 단측 검정 p-value 와 양측 검정 pvalue 모두 유의수준인 0.05 보다 작은 것을 볼 수

그림 1. 최종 시스템 UI

있었다. 이 결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아주똑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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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아주똑똑이
사용성을 갖음을 의미한다.

더

높은

5. 결론
본 연구는 선행 서비스에 HCI 적 접근을 통하여
질문하지 않는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질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현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성을
제공해 교수와 학생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게임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본 연구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에 관한 궁금증만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강의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더 나아가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
평가원의 SW 중심대학사업의 수행결과로
추진되었음"(2015-0-00908)

참고 문헌
1. 이정환, “질문 안 하는 기자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미디어오늘, 2014년 2월
3일자.
2. Abras, C., Maloney-Krichmar, D., &
Preece, J. (2004). User-centered design.
Bainbridge, W. Encyclopedia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37(4), 445-456
3. Brooke, J. (1996). SUS-A quick and dirty
usability scale. Usability evaluation in
industry, 189(194), 4-7.

- 1130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고민 나눔을 위한 대화형 익명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Interactive Anonymous Platform Applications for Worries Sharing
한정우
Jeongwoo Han

곽명섭
Myeongsub Kwak

강찬혁
Chanhyuk Kang

한경식
Kyungsik Han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hjw9504@ajou.ac.kr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kwakms123@ajou.ac.kr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rkdcksgur@ajou.ac.kr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kyungsikhan@ajou.ac.kr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민을 나누며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는 플랫폼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1] 이런 세상 속에서 부담과 거부감 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일상 속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내고자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통해 서로 연결해준다. 이 서비스는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은 20 대를
타겟 사용자로 설정했다. 많은 20 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소통하며 심리적인 위로를 얻을 것이다.
또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설정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필터링 할 수 있게 해 익명이라는 요소가
주는 불안감을 낮추고 신뢰성을 높인다. 그리고 플랫폼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고민 나눔, 사용자 경험, 시스템 개발

1. 서 론
최근 들어 마인드 케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 연령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와 많은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접목시킨 심리 연구와 개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개발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2]
현재 출시되어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채팅과
포스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와 채팅을 할 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으로 온전히
채팅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1:1 채팅
중에는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악성 사용자를 초기에 차단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2. 한 사용자가 작성한 포스트에 대해 무분별하게
댓글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도와 감정을
담아 포스트와 댓글을 작성하는지 알고 싶지만
댓글만으로는 서로 자유로운 소통이 힘들다. 누구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악성 댓글의
우려도 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포스트만 골라
읽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 대
사용자를 관찰 및 분석하고 니즈와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사용성과
효과에 대해 평가해 사용자 경험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질 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를 관찰하고 분석했다.
3 절에서는 정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담았다. 4 절에서는 완성된 서비스에
대한 평과 결과를 담았다. 5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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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뷰

2. 사용자 관찰 및 분석

인터뷰 문항은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2.1. 설문조사
설문조사 문항은 ‘최근에 고민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고민을 나누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지’, ‘앱을 통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눌 때 필요한 기능은 무엇일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작성했다. 설문조사는 사용자
정의에서 정한 그룹 대상자 190 명에게 응답을 받았고
좋음과 나쁨의 정도를 5 개로 나누어 5 지선다형으로
받았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6.9%가 최근 3 개월간 고민이
있었다(매우 많음, 많음, 보통 응답)고 답했고 61.6%가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고민을 나누는
대상은 동성친구가 77.2%로 가장 많았고 고민을 나누는
방법은 면대면 대화와 전화가 67.0%와 59.7%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20 대들의 대부분이 고민이 많다는
것과 그 고민의 수준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통 친밀감을 느끼는 가까운 대상과 대화를 통해 고민을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 필요도를 조사했고
표 1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용자들은 ‘음악에 대한
니즈가 높다’, ‘비슷한 고민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기 원한다’, ‘직접 제한 기능을 통해 건전한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자유도를 얻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비율(%)

목소리 올리기

26.5

그룹 채팅

41.0

1:1 채팅

45.4

말풍선 별 좋아요

52.0

건전한 유저에게 점수 부여

71.8

공개 일기

32.7

비공개 일기

59.5

채팅 방 사진 선택

54.1

제한 설정 가능 채팅방

68.2

고민 별 카테고리

72.9

감정 별 카테고리

67.5

포인트로 캐릭터 선택

46.2

채팅 주제에 맞는 배경화면 선택

61.5

채팅 중 음악 공유 및 추천

75.1

고민을 나눌 때 그 대상에게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 답을 받았다. 학생 4 명, 취업준비생 2 명, 직장인
2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음악과
관련된 기능을 원했고 배경화면이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20 대 초반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니즈를 앱
상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볼 수 있었다.
직장인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고민을 들어줄 때 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에도 공감하기와 이해해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민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원한다고 답했다.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사용자를 판별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3. 주요 니즈 추출
본 연구의 잠재적 타겟 사용자 대다수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만나기를
원했다. 자신이 직접 만나고자 하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니즈도 높았다. 비슷한 고민이나
감정을 가진 사용자와 만나고 싶은 니즈도 높았고 서로
채팅중에 음악을 공유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기능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를 통해 사용자 간의 신뢰와
공유를 통한 공감표현이라는 공통의 니즈를 도출해냈다.

3. 서비스 ‘고민한잔’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했다. 서버는 Node.js 를
기반으로 한 서버를 Amazon Web Service 에 구축했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통신은 Retrofit 을 사용했다.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들은 MySQL 로 다루었고 채팅
기능은 socket.io 를 사용했다.

그림 1. 개발 환경

표 1. 사용자의 니즈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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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centered design)
개발을 위해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 낸 사용자의 니즈를 개발에 반영하고자 했다.
먼저, ‘고민한잔’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신뢰등급을
가진다. 서비스는 크게 고민 나누기와 대화하기로
구분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고민을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는 고민을 읽고 대화할 수 있다. 이때 작성자는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제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한 설정은 나이, 성별과 신뢰 등급으로
가능하다. 신뢰등급은 0 ~ 99 의 신뢰도의 비율 별
구간으로 정해지고 채팅 참여자의 대화 내용을 판단해
서로의 신뢰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다른 사용자의 고민을 읽을 때에는 공감 버튼으로
공감의 표현이 가능하다. 메인 페이지에 나타나는 고민
목록은 공감순으로 정렬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제
별로 고민을 선택해 정렬할 수 있다. 음악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화 중에 #과 함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말풍선을 클릭했을 때 그에 맞는
유튜브 검색어로 연결해준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유튜브 검색어 연결을 채택했다.

그림 3. 단계별 GUI

그림 2. 폴 에크먼의 기본감정 기반 6 가지 감정 이모티콘

현재 기분을 감정 이모티콘으로 설정하고 대화할 때와
작성한 고민 목록에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감정
이모티콘은 폴 에크먼의 6 가지의 기본 감정인 ‘기쁨’,
‘슬픔’, ‘분노’, ‘싫음’, ‘두려움’, ‘놀람’을 토대로 직접
제작했다. 그리고 서비스 이름 ‘고민한잔’의 ‘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잠재적 사용자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도출했고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사용성, 유용성, 감성을
높여 사용하기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비스 개발 중에 담았다. 그림 3 은 ‘고민한잔’의 GUI 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4. 평 가
System Usability Scale 의 10 개의 문항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5]
측정은 1~5(매우 동의하지 않음~매우 동의함)로 응답을
받았고 홀수 문항은 ‘응답 숫자-1’, 짝수 문항은 ‘5-응답
숫자’로 합산해 총합의 2.5 배로 점수를 얻었다.
실험군은 ’고민한잔’, 대조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다.
Between Subjects Study 를 진행했고 ‘고민한잔’ 앱의
사용성 평가를 할 때는 객관성을 위해 ‘고민한잔’ 앱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실험군으로 선정했다. 피실험자는
각각 13 명이다. 실험군은 대학생 8 명(정통대 5 명,
인문대 2 명, 예체능 1 명), 직장인 3 명, 취업준비생
2 명이고 대조군은 대학생 7 명(정통대 7 명) 직장인 3 명
취업준비생 3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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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SUS 점수 분포
Subject
고민한잔
오픈채팅

SUS Score
90, 62.5, 70, 80, 72.5, 65, 87.5,
80, 90, 77.5, 92.5, 77.5, 80
65, 55, 75, 80, 67.5, 65, 40,
47.5, 77.5, 82.5, 87.5, 60, 60

참고 문헌
Averag
e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 기 2 차년도
주요결과 (2018), 1-20.

78.8

2. 김세희, 박현우, 이강경, 남기웅, 신창범. 고민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한국 HCI 학회

66.3

학술대회 (2013), 614-617.

‘고민한잔’과 ‘오픈채팅’에 대해서 파이썬의 SciPy
패키지를 사용해 t-test 를 진행했다.[6] 그 결과, p-value
= 0.015, t-value = 2.657, dof=24 로 유의도가
0.05 일 때, 두 그룹에 대해 사용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고민한잔’이 ‘오픈채팅’보다 사용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3. Ekman, P. Universal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California Mental Health Research
Digest (1970), 8(4), 151-158.
4. Ekman, P., Keltner, D. Darwin's Claim of
Universals in Facial Expressions Not Challenged.
Huffington Post (2014).
5. Brooke, J. SUS: A "quick and dirty" usability scale.
In P. W. Jordan, B. Thomas, B. A.
Weerdmeester, & A. L. McClelland (Eds.), Usability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는
플랫폼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 잠재적 사용자를 관찰
및 분석하고 니즈를 추출했고 서비스를 개발했다.

Evaluation in Industry. London: Taylor
and Francis (1996).
6. SciPy library : https://www.scipy.org/

위에서 제시한 서비스 ‘고민한잔’은 익명의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고민을 나누기 때문에 모든 고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사용자를 분석하고
도출해낸 니즈를 바탕으로 연구와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과제에서는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후
심리 안정과 불안감 해소에 대한 User Study 평가를
진행해 사용성을 높인다. 추후 설문조사나 인터뷰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추가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개발에
반영한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더 자주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심리 안정에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시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및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의 SW 중심 대학 사업의 수행 결과로 추진되었음"
(2015-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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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요약문
본 연구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아동용 게임 기반

•

학습 완구 개발 및 사용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습용

표 1. 대칭 게임 알고리즘

대칭 게임

게임이 아동의 사고력 및 암기력·산수 능력·언어 습득
능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게임 기반 학습 완구가 아동에게 있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학습용 게임, 능동적, 사고력, 마이크로비트

1. 서 론
현재 게임을 통해 학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칭
게임’과 어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과 게임’ 두 가지
게임을 제작하여 학습 측면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본문
2.1 디자인
마이크로비트를 두 개 활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결합 방식을 활용하여 좌우, 또는 상하
방법으로 아이들도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제는 참고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1,
2]. 또한 재료의 경우, 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 A 큐브에서 이동 실패 시 이동 실패 함수(슬픔-웃음

플라스틱

과정부터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재료를

활용해

디자인하였다.

2 번 반복) 출력 후 라디오 수 5 를 전송하여 표의 3 번
- 대칭 게임 시작의 경우, 첫번째 판 ~ 열 다섯 번째 판
함수 중 한 함수가 랜덤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게임 판 삭제의 경우, 첫번째 판 삭제 ~ 열다섯 번째 판
삭제 함수 중 해당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였다.

그림 1. 게임기 가로 결합과 세로 결합

- 이동 방식 : 마이크로비트가 오른쪽 또는 왼쪽
기울임을 감지하면 플레이어를 좌우로 이동시킨다.
로고 하늘 방향 또는 로고 땅 방향을 감지하면
플레이어를 상하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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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 개 정도의 단어집이 내장되어 있다.
표 3. 사과 게임 데이터

그림 2. 대칭 게임 진행 과정

•

대칭 게임 작동 과정

①좌측 큐브의 A,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우측
큐브에서 사칙 연산 기호들 중 하나가 보여진다.
②좌측 큐브에 게임 환경이 주어진다.
③이때, 좌측 큐브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대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측 큐브는 제한 시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④대칭을 만들면(성공) 우측 큐브에 숫자가 뜬다.
대칭을 만들지 못하면(실패) 좌측 큐브에 표정이 뜨고
처음부터 다시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
⑤게임을 총 세 회 연속 성공했을 시, 초기에 기억해

그림 3. 사과 게임 진행 과정

두었던 연산 기호에 맞춰 답을 계산한다. 일정 시간이

•

지나면 답이 우측 큐브에 스크롤 되면서 뜨게 된다.

①하단 큐브의 A, B 버튼을 동시에 눌러 게임을

•

시작한다. 이 때, 상단 큐브에서 사과가 떨어지게 된다.

사과 게임

사과 게임 작동 과정

②하단 큐브에서 ‘사용자’는 5x5 LED 중 가장 아랫줄의

표 2. 사과 게임 알고리즘

가운데에 위치하며, A, B 버튼을 이용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한 칸 씩 이동이 가능하다.
③떨어지는 사과를 받았을 때 하단 큐브에 영어 단어가
뜨게 된다. 이 때, 영어 단어의 철자 중 하나가 ‘?’로
표시된다.
④단어가 출력된 후, 상단 큐브에서 그림이 표현되고
동시에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
⑤떨어지는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상단 및 하단 큐브에
‘X’ 표시가 동시에 나오고 다시 사과가 떨어진다.
⑥게임을 연달아 3 번 성공했을 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상단 큐브에서 ‘?’로 표현되었던 철자가 연달아 출력된다.
⑦답이 출력된 후 게임이 종료되고, 재실행을 원한다면
하단 큐브의 A,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
2.3 사용자 실험
•
- 27 번 과정의 경우, 초기 단어집을 가리키는 변수
Num 에 따라 변경된다.

실험 참가자 인적 배경

본 실험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교 4 학년(11 세) 여아 1 명,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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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년(12 세) 남아 1 명, 초등학교 6 학년(13 세) 여아

정답을 맞췄다. 위 결과를 보아 대칭 게임과 사과 게임

4 명이 참가하였다.

중 정답률이 높은 게임은 대칭 게임이다.

•

•

실험 task

설문 및 인터뷰 결과

실험 참가자에게 게임기를 가로 방향으로 결합하라고
지시한 후, 대칭게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행 도중
게임 성공 시 뜨는 숫자를 구두로 각인해줌으로써
참가자가 숫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 수행하도록 요청했으며 게임 종료 후
게임기의 결합 방식을 바꾸어 사과 게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과 게임 역시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2.4 사용자 실험 결과
본 사용자 평가 결과는 앞서 기재 되어있는 사용자 실험
내용에 따른 결과이다. 총 6 명의 안산 양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나이는

12.5 세이다. 성별은 남 1 명, 여 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그림 6. 게임 및 학습 난이도

대칭게임과 사과게임을 모두 진행한 후 게임의 전체
적인 난이도를 평가했을 때, ①매우 어려움(0 명)
②어려움(3 명) ③적당함(3 명) ④쉬움(0 명) ⑤매우

Task 시행 결과

쉬움(0 명)으로, 사용자 중 50%이 어려움을 선택했다.

그림 4. 게임을 성공할 때까지 게임을 시도한 횟수

그림 7. 사고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대칭 게임은 평균 3.5 회 게임을 시도했을 때
성공하였고, 사과 게임은 평균 1.2 회 게임을 시도했을

대칭게임과 사과게임을 모두 진행한 후 본 사고력

때 성공하였다. 위 결과를 보아 대칭 게임과 사과 게임

같은 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5 점 만점(1 점 =
매우 도움이 안 됨 / 5 점= 매우 도움이 됨) 중

중 성공률이 높은 게임은 사과 게임이다.

게임기가 사고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대칭게임은 평균 4.3 점, 사과게임은 평균 4.3 점으로
두 게임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위 결과로 보아 사용자 모두 사고력 게임기가 사용자의
사고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

게임기 외관에 대한 평가

'게임기
그림 5. 정답을 맞출 때까지 걸린 횟수

대칭 게임은 평균 2.5 회 게임을 시도했을 때 정답을
맞췄고, 사과 게임은 평균 4.2 회 게임을 시도했을 때

크기는

게임을

진행하는

데

어떻게

느껴졌나요?' 라는 질문에 ①너무 크다(0 명)
②크다(2 명) ③적당하다(4 명) ④작다(0 명) ⑤너무
작다(0 명)으로, 2 명이 게임기가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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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가 크거나 작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크다’고 생각한 의견의

줄이거나 마이크로비트 LED 로 표현되는 문자 중
가독성이 높은 문자 위주로 단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유로, ① 가로 배열 게임을 진행할 때, 왼쪽이나

학습 난이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기가 조금 힘들다. ② 게임기에 비해

결합 시 게임기의 크기가 사용자의 플레이(기울여서 점
이동)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가로

화면이 너무 작다. 는 두 가지 이유가 언급되었다.

크기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
- 사용자에게 사고력 게임기를 처음 보여주었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두 게임기를

4. 결론

가로/세로 결합시켜 서로 다른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사용자 평가 방법을
적용해 보았으며, 결과로 도출된 학습 게임의 사고력 및

호기심을 보였다.

어휘력 증진 부분을 바탕으로 학습 게임이 교육 측면에

-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대체로 재미있어 하는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게임 후에 나오는 연산 퀴즈나 영어

하였다.

단어 퀴즈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사용자들이 더욱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첫번째, 학습 게임이 학습에

흥미를 보였다.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고, 두번째,
사용자가 게임을 활용해 학습에 임하면 지루하지 않게

- 대칭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숫자들을 차례대로 연산하면서 정답을 즉각적으로
외치는 행위를 통해 게임기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실제 교육용 게임이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2.6 개선점
-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초등학생을

기대된다.

대상으로 하였을 때 초반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와 같이 휴대용 게임기와 사고력 게임을

- 마이크로비트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LED 자체의
가독성이 떨어져 사용자가 영어 단어를 한 눈에

일으키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동의 사고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또한, 밝은 장소에서는
LED 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결합시킨 제품은 사용자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알 수 있었으며, 미래에 이와 유사한 휴대용 사고력
게임기 제품이 교육 완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 마이크로비트 기기에 담긴 코드의 길이가 길어 기기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작동에 오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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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체 정보를 결합하여 추적하는 차원 감성과
사회 감성 또한 암시적인 데이터 형태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

요약문
이너스타그램(Innerstagram)은 포토 부스를 통해
감정을 추적하는 접근 방법으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그날 하루를 대표할 수 있는 색상을 입힌
인물 사진을 제공한다. 우리는 2 명의 참가자와 함께
이틀에 걸쳐 실시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Innerstagram 의 장점과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에는 다이어리 스터디(Diary Study)와
향후
개선을
위한
레트로스펙티브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가 포함되어 있다.
Innerstagram 은 꾸준히 마음을 추적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매일 일기를 작성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우리는 Innerstagram 의
결과물을 인화하여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가 계속 자기 추적을 이어가도록
동기를 부여하였고,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주어 이를 매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
사용하는 경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색상을 입힌 사진의 기억은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
연구는 감정 추적용 도구의 디자인 특징과

최근 들어,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감성
지능의 요소 중 하나인 ‘자기 인식(Selfawareness)’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원인과
영향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2].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감정을
해석하고
추적하면서,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마음 챙김 행위를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기 추적(Self-tracking)의
대표적인 예시로 일기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
트랙킹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꾸준히
일기로 추적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지속하기 힘들 수 있다.
우리는 일기의 지속성과 동기 부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사진을 통해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은, 특성상 많은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기록을 이어가는 매체 중 하나이다.

Innerstagram 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감정 추적을
독려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보여주며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이 자신의 상황을 오로지
외부의 시선과 관심을 기반으로만 한 편향된
콘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어

이 연구에서는 표정을 통한 자기표현(Selfexpression)을 SNS 형태로 기록하여 지속적인 Selftracking 을 돕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사용자의
정신 건강과 Self-awareness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무드 저널링, 감정, 자기 추적(Self-tracking),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기 표현(Self-expression)

1. 서 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방향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감성(Emotion)을
파악하는 시스템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를 보면 감정과 컬러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존재한다 [3]. 우리 또한 표정과
컬러를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감정을 나타내는 색상은 문화와 개인적인 취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인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감정을 자신의 기준에

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성은 6 Basic Emotions 로
통칭되는 슬픔과 분노, 행복, 놀람, 두려움, 역겨움이
주가 되며 [1], 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차 때문에 인식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정뿐만 아니라, 뇌파나 심박 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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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추적하도록 유도하고 Self-tracking 의 새로운
방법을 설계하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이 섹션에서는 Innerstagram 의 파일럿 테스트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개요를 제공하고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는 방법과 실험 참가자가 파일럿 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생성한 방식에 대해 특히 집중하였다. 그런
다음, 파일럿 테스트의 인터뷰 분석을 논의한다.

2. 관련 프로젝트
2.1 IBM Watson 의 The Cognitive Photo Booth

3.1 건강 관리 센터 전문가와의 인터뷰
자기 개방(Self-disclosure)은 정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치료 효과 중 하나이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전에, 학교에 있는 건강 관리 센터에서 정신
건강 관리 전문가를 만나 몇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3). 감정을 스케일링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와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다양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감정을 감지하기 위한
설문 조사 디자인을 제공해 주었다. ‘스트레스
검사’나 ‘SCL-90-R’ 등의 설문 조사는 심리 상담에

그림 1 IBM Watson 의 The Cognitive Photo Booth

우리의 연구와 관련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The Cognitive Photo
Booth 는 가장 유사한 예시 중 하나이다 (그림 1) [4].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 그들의 표정을
객관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대답을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IBM 의 AI 컴퓨팅 시스템인 Watson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물사진을 생성하는 대화형 사진 부스를
설치한 미디어 아트이다. AI 컴퓨팅 시스템은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했다. 그 후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고 그래픽 과정을 거친 인물 사진을 인쇄한다.
그래픽 과정에서 사용자의 답변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5 가지 성격 아이콘으로 시각화한다 (그림
2). 개인의 감정이 아닌 성격을 시각화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용자가 해당 인터랙션을 통해
자신을 표출하는 과정을 우리의 연구에서 참고할 수

사용된다.

그림 3 교내 건강 관리 센터 전문가와의 인터뷰

3.2 Innerstagram 의 프로토타입 디자인
우리의 연구 목표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추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었다.
불렛 저널(Bullet Journal)과 같이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Self-tracking 에 주력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를 찾기 위해 몇 가지 문헌을
검토하고 컬러를 사용하여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우리는 컬러가 감정 표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있었다.

그림 4 Innerstagram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그림 2 Cognitive Photo Booth 의 Personality Portrait 방식

그림 4 에 제시된 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색상으로 구분된 인물 사진으로 추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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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프로토타입은 실제로
인쇄물이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폴라로이드 사진
형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프로토타입을 위한
시각화 프로그램은 Processing 3 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Arduino 및 포토 프린터와 노트북을

4.1 피험자 모집
파일럿 테스트의 목적은 Innerstagram 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Self-tracking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테스트하는 것이다. 20 대와 30 대 사용자 2 명 (여성
1 명, 남성 1 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사용자가 Innerstagram 을 사용하여 이틀 동안
감정을 기록한 후, 레트로스펙티브 인터뷰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림 5).

실시하였다.
4.2 다이어리 스터디
앞서 피험자들에게 Innerstagram 의 사용 방법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참가자들에게 표정뿐만 아니라 색상도
바꾸면서 하루의 기분을 표현하도록 요구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피험자는 빈 실험실에
방문하여 그들은 자신의 하루를 나타내는 색상을
선택하여 사진을 찍었다. 또한, 인쇄된 사진의 하단에
해시태그와 같은 간단한 키워드를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그림 5 Innerstagram 의 프로토타입 상호작용

4.3 레트로스펙티브 인터뷰

사용자는 Leap Motion 을 사용하여 색상을 제어할
수 있으며 HSB(Hue, Saturation, Brightness)기반의
색상 모드를 사용했다. 프로토타입에서 Leap
Motion 의 X 축은 색상, Y 축은 채도이며 Z 축은
밝기로 매핑하였다. 사용자의 손동작에 따라 색상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며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선택하면 Arduino 에 연결된
원형 LED 로 색상이 전달된다. 사진을 찍으면 포토
프린터로 자동 전송되어 인쇄된다. 인쇄된 사진은
기본적으로 그림 6 에 표시된 대로 사용자의 인물

다이어리 스터디가 끝난 후 레트로스펙티브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주요 목적은 결과의 유용성,
사용의 일관성 및 자아 성찰(Self-reflection)의
정도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Innerstagram 의
전반적인 사용 경험, 감정과 컬러의 매칭, Selftracking 을 위한 Innerstagram 의 장점 및 연구의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물었다.

사진, 시간, 날짜 및 색상 코드로 구성된다.

그림 7 Innerstagram 파일럿 테스트 기록물

5. 결론 및 논의
파일럿 테스트 중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은 사진이 잘 받는 색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해당 색상을 선택하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실험 참가자 A 는 오늘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실험 참가자 B 는 당일 날씨를

그림 6 Innerstagram 의 인물 사진 레이아웃

4. 이너스타그램 스터디
우리는 Innerstagram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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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색을 선택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그들은
색상이 아닌 필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분이 나쁜
상태나 화장을 하지 않은 날에는 필터 없이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Innerstagram 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 매일 그들의 감정을
Innerstagram 을 통해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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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이 새로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습도어”라는 신규 카테고리의 제품을 개발함에

요약문
본 연구는 건조 기능이 없는 빌트인 세탁기 사용으로
인해 불편이 존재하는 밀레니얼 세대 1 인 가구를

있어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더 나은 선택이 되기 위한 LED 인포그래픽

대상으로 개발된 세탁기의 제습도어 컨셉을 전제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한다. 이 신규 컨셉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하면서도 정보 전달의 인지적 효율성도 고려한
인포그래픽

LED

디자인을

제안하는

1.2 연구목적

연구를

통상적으로 일컫는 3 大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수행하였다. 제습도어 상에 나타내 주어야 하는 정보를
캄테크 철학에 맞게 다섯 가지 대표 사용 예로 선별 및

에어컨과 같은 제품의 시장경쟁 구도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능적 편익으로 더 이상 차별화가

상황 별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하고, 대상 사용자를

불가능 해졌다. 이에 제조사들은 앞다투어 제품 혹은

리크루팅하여 실험을 통한 검증 및 디자인 개선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그 제품과 연관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기쁨, 놀라움 등 긍정적인 감정에서

주제어

비롯되는 경험적 편익을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애쓰고 있다(강민호, 2018).

1 인 가구, 세탁기, 제습, 인포그래픽, LED 디자인

이러한 경험적 편익은 단순히 기능을 더해서 편익을

1. 서 론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중
“제습도어”가 귀속되는 IOT(Internet of Things)

1.1 연구배경

스마트 제품에서 주목받고 있는 접근법이 캄테크이다.
스마트한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기능의 수와

밀레니얼 세대 1 인 가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거주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빌트인

정보의 양에 둘러싸인 사용자는 넘쳐나는 정보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로감을, 복잡해진 의사결정에 인지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캄테크는 조용하다는 뜻의 캄(calm)과

대다수의 사용자는 제공된 기기에 건조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생활 공간에서 건조를 위한 여건이 불편하기도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캄테크 시대를 예언한

하거니와 라이프스타일은 세탁 종료 직후 꺼내어 널기

마크 와이저(Mark Weiser) 컴퓨터학 박사는 ‘정보를
주지만 주의는 요구하지 않는 첨단 기술’이라고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선행연구도

하였다(Weiser, 1996).

있다(이남의, 2014).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센서 집약적인 스마트

가전제품의 사용자 인터랙션 메카니즘 설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캄테크 철학에 맞게

“제습도어”는 건조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세탁 종료 후 내 외부 습도를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사용자의 일상 생활에 스며들게 제공할

기능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사용자가 건조 과정에서

것인가?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 신규 컨셉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김준영, 2019). 단, 이 컨셉을 도입할 경우

이는

스마트

가전제품의

효용성을

데이터를

본래 투명한 세탁기 도어가 불투명하게 바뀌어

활용하여 사용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편익으로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투명한 도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세탁 관련 정보를 차단하게 된다는

해석하여 쉽고 와 닿게 적정 시점에 전달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센서들은 제품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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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만 아니라, 캄테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2.2 디자인 설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 大가전, 그 중 특히 밀레니얼
세대 1 인 가구 세탁기의 제습도어 중심으로 하기에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제품, 공기 질 관리 정보 표현,
실시간으로 효용성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등에
영향을 끼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습도어” 인포그래픽 대안을 제시하고
대상 사용자 검증을 실시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2. 인포그래픽 디자인
2.1 디자인 트렌드 조사
연구목적에

따라

최신

가전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주로 디자인 트렌드를 조사하였다.

그림 1 인터페이스 디자인 레이아웃

캄테크 철학에 부합하는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이하 glance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본 연구의 디자인 대상인 제습도어 또한 glanceable
사용자

주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Glanceable

주변

디스플레이(peripheral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습도어에 소형
LED 를 활용하여 단순한 빛의 세기와 색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이것이
특히

인터페이스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소음으로 인식하지

display)에서

않되 직관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Matthews, 2006).

우선 LED 는 최대 12 시간의 제습 시간을 표현할 수

표 1. glanceable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례조사

있도록 12 개의 도트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보 전달

공기질측정기 ‘AWAIR’

매체에는 빛의 파장과 세기, 연속성에 따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백빛나, 2011). 따라서 색상은 아래

- 온도, 습도 등의 수치를
LED 도트의 개수로 표현

그림 2 를 참고하여 세탁과 제습의 물을 직관적으로

화재발생탐지기 ‘Google Nest
Protect’

연상시킴과 동시에 긍정적이고 진행의
내포하는
파란색과
제습도어
만수

의미를
알림,

-일산화탄소 수치를 라이팅의
색상으로 표현

오류발생상황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공기청정기 ‘BRUNT AIRJET’

수 있는 주황색으로 구성하였다.

상황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경고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실내 미세먼지와 실외 대기를
라이팅의 색상으로 표현
인공지능 스피커 ‘Google Home’
-기기 상태를 12 개 라이팅의
움직임으로 표현

위의 사례에서 도트 형태의 LED 만으로
glanceable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충분히 설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상생활에서 이 정보가
과하게 표현되지 않도록(not overwhelming) 약한
세기의 빛과 단순한 색상구성으로 이루어져 심미적인
디자인도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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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빛의 파장 별 상황정보 해석 경향성 (백빛나, 2011)

그림 3 질문지

또한 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LED 와

실험이 진행되기 전, 본 연구와 1 인 가구 제습

전원버튼의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세탁기 도어를 열고
닫으면서 큰 움직임없이 이를 같이 작동/상태 인식할

도어에 대해 구두로 소개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준비된
영상을 TV 화면을 통해 각 상태를 확인하며, 각 상태가

수 있도록 세탁기 도어의 손잡이와 가깝게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세스 중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 지와 그

표 2. 각 상태 별 디자인

이유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든 상태 확인이 끝난 후에는 질문지를

세탁기 내
물 채워짐
(상태 1)
세탁
진행중
(상태 2)
만수 알림
(상태 3)
제습
진행중
(상태 4)
오류발생
(상태 5)

통해 사용자가 각 상태를 어떤 상태로 인지하였는지

세탁기 내 물 높이 만큼 수평의 두
LED 가 올라가는 모션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12 개의 LED 중 빛이 꺼진 하나의
LED 만 회전하는 모션

주황색의 LED 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모션

1 시간에 파란색의 LED 가 하나씩
줄어들고, 반대로 흰색의 LED 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션

그림 4 실험 진행 사진
모든 LED 를 주황색으로 구성

3.2 실험결과
앞선 실험의 정량적 평가 결과는 다음 표 1 과 같다.
표 3. 각 상태 별 정답률 (Accuracy of Guess)

3. 실험설계 및 결과
3.1 실험설계
앞서 각 상태 별 디자인을 제품의 디지털 모델과
합성하여 총 5 개의 영상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실험

상태

1

2

3

4

5

정답률

1.00

1.00

0.10

0.50

0.40

상태 1 과 상태 2 는 피실험자 10 인 모두 자연스럽게
해당 상태가 나타내는 정보와 매치하였고 상태 4 또한

후반부에 활용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절반의 정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상태 3 과 상태 5 는
현저하게 낮은 정답률을 보이며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잘못된 정보와 매치하였다.
실험 중 인터뷰를 통해 각 상태 별 정성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태 1,2,4 의 경우에는 각 상태가
뜻하는 바를 쉽게 떠올리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답률이 낮은 상태 3 의 경우에는 주황 색상의 LED 를
건조 상태와 열을 연상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태 5 의 경우에는 정지된 상태가 어떤 과정의
완료라고 예측하거나 나아가 주황 색상과 연관 지어
건조 완료라고 예측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개선 방향 및 개선안
4.1 개선 방향
실험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로 보아 평가자 전반이
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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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또한 다소 직관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목적이었던 캄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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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정보 표현에 관한 연구 – LED를 이용한
알파벳 ’F’을
깜빡이는 모션

표현한

추상적 상황정보 표현”. 디자인학연구.

구성으로

알파벳 ‘d’을 표현한 구성으로 강한
붉은 색상과 깜빡이는 모션과 함께
경고음 출력

앞서 설정한 개선 방향에 맞추어 도출한 개선안은
위의 표 4 와 같다. 청각적 정보와 함께 사용자의
행동을 촉구하도록 진행하지 않고 멈추어 깜빡이는
모션으로 구성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상태 3 에 대해서는 ‘Full’에서 알파벳 ‘F’을, 상태
5 에 대해서는 ‘door Error’에서 알파벳 ‘d’을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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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통합 금융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Persona,

나타나는 사용자의 경험과 니즈를 이해하고

Reconstruction

서비스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

Financial Service

Customer

Journey

Method,

Map,

Clustering

Day

analysis,

경험과 니즈를 이해하고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 설계 방법론의 체계적인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1. 서 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맥락 속성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수집하고 사용자 그룹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해 통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

것이다. 먼저, 금융 서비스 경험과 관련된 맥락

설계가 요구된다. 최근 출시되는 통합 금융 서비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일상 재구성

플랫폼은 은행사, 카드사, 보험 및 투자사를

조사법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수집된 정량적

포함하는 비즈니스를 종합하여 고객에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여 각 군집 특성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금융 서비스

별 페르소나가 생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산업간 통합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고, 금융

페르소나의 금융 서비스 경험 과정을 확인하기

서비스의 통합은 다양한 금융 활동 참여가 가능한

위해 소비자 여정 지도가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규모 금융 기관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적용된 사용자 중심 설계 방법론 기반의 사용자

있다[2, 3].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용자들의 통합 금융

맥락 분석 방법은 사용자 경험 향상 및 사용자 니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그들의 니즈를

중심의 금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맥락을

기여할 수 있다.

고려한 사용자 중심 설계 방법론(User-centered
design)의 적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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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맥락 정보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김 나 래 ( 2 0 1 6 ) 은 기 존 경험 사 례 들 을 기 반 으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 중심 설계 기법들이

시간과 감정을 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활용되고 있다[4,5]. 사용자 맥락 정보를 체계적으로

고객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설정하였고[13], 정경석 외(2017)은 물리적 모듈,

페르소나(Persona), 일상 재구성 조사법(Day

사용 장소, 터치 포인트 등의 요소들을 사전

Reconstruction Method), 소비자 여정

정의하고 배설 케어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는

지도(Customer journey map) 등이 존재한다.

고객의 여정 맵을 도출하였다[14]. 그러나,

페르소나는 공통적인 행동 특성을 공유하는 목표

페르소나와 소비자 여정 지도가 논리적 타당성을

사용자들을 작성하고 각 목표 사용자 별 세부

가지고 작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비교 가능하고

프로파일을 제작하는 기법이다[6,7]. 페르소나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치화된

생성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중심 설계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정

맵을

제작하고

경험

구간을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활용될 수 있다[8]. 일상 재구성 조사법은

맥락 속성을 식별하고 사용자 그룹 및 시나리오를

사용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도록

추출하는 것이다. 사용자 맥락 속성은 일상 재구성

하여 활동, 환경 등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경험을

조사법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일상 재구성 조사법의 자료는

사용자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정량화하여 식별되었다. 사용자

일반적인 경험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경험

그룹 및 시나리오는 군집분석을 통해 정량화된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9],

자료를 페르소나 별로 분류하고 각 페르소나 별

에피소드 기반의 포괄적인 사용자 경험 자료도

소비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여 추출되었다.

포함될 수 있다. 소비 자 여정 지도는 사 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는 항목을 정리하여 단계별로 구성하고

2. 본 론

시각화하 는 방법이다 [1 0 ] . 소비자 여정 지도의

본 연구는 그림 1 과 같이 크게 일상 재구성 조사법

대상은 다수의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수행, 페르소나 생성, 그리고 소비자 여정 지도

하나의 여정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실존 인물이

작성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아닌 페르소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의
활용은 통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들의 맥락
정보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페르소나와 소비자 여정 지도 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정량적 자료와 구체화된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측면이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이은미
외(2018)는 녹음 및 녹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Affinity Diagram 을 제작하여 페르소나와 관련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냉장고 내상 조명 사용자
경험 개념을 제시하였고[11], 김지윤 외(2016)은
정성적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페르소나와 관련

그림 1. 연구 수행 흐름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모바일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12].

또

다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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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상 재구성 조사법의 빈도 기반 정량화 변수

2.1 일상 재구성 조사법 수행
본 연구는 일상 재구성 조사법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통합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에피소드들을

축적하고,

경험

순번

변수

세부 하위 항목

1

감정

부정, 긍정, 평온

2

장소

생활공간, 소비공간,
교통수단, 웹/앱

3

수단

4

서비스
유형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및
해결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피실험자는 16 세 ~
46 세 연령 범위의 다양한 직업군과 월수입을 가지는
통합 금융 서비스 사용자 42 명(남성 : 16 명, 여성 :
26 명)을 모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피실험자가

스마트폰,

PC

웹,

금융공간,
카드/현금,

ATM, 대인, 금융기능
결제, 이체, 금융상품, 조회, 가입,
앱이슈, 이탈, 상담

1 주일 주기로 30 일간 금융 서비스 관련 일상 활동에
대해 시간, 장소, 서비스 유형, 제약사항, 선택 행위,

관측된 다수의 변수들로부터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활용 수단, 감정, 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군집들로 집단화하고 군집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탐색적

분석기법으로

크게

계층적

군집분석과

일상 재구성 조사법 수행 결과, 총 1246 건의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본

에피소드들이 수집되었고, 특히 표 1 과 같은 항목에

연구는 전처리 과정으로 이상치에 의한 군집분석

대해서는 각 피실험자에 대한 경험의 빈도 값으로

결과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변수별 이상치

변환하여 데이터를 정량화 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데이터를

경험하는 감정은 부정적 느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Imputation)하였다.

이는

처리하는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개체간 거리 유사성을 기반으로

과정에서 오류 또는 제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결합 과정을 반복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에피소드를 기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

마지막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 중 하나인 K-means

서비스를 가장 자주 활용하는 장소는 생활공간인

군집 방법을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실험자가 집, 직장 등에서

군집 초기값을 지정 후 개별 군집을 형성하고 각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군집들의 변수값을 산출하였다. 그림 2 는 계층적

판단된다. 금융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군집분석에 의한 덴드로그림과 K-means 군집분석에

수단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의한 각 군집별 변수값 그래프를 보여준다.

피실험자가

특정

금융

업무를

피실험자가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군집분석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이상치

기반의

외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다음으로,

페르소나

생성

계층적

결과,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4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K-means

높은 빈도의 금융 서비스 유형은 결제인 것으로

군집분석으로 각 군집별 페르소나를 도출하여 특성을

나타났다. 이는 피실험자가 식비, 교통비 등 일상에서

파악하였다. 첫 번째 군집은 소비성향의 기술친화형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 활동에 금융 서비스를

페르소나로, 두 번째 군집은 절약성향의 대인친화형

많이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페르소나로 표현되었다. 세 번째 군집은 절약성향의
기술친화형 페르소나로, 네 번째 군집은 소비성향의
대인친화형

2.2 페르소나 생성
본

연구는

방법으로

수집된

정량화

데이터를

분류하여

군집의

특성별

페르소나로

표현되었다.

페르소나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적사항, 기술

군집분석

친화도, 금융서비스 활용 종류, 금융 서비스 활용

페르소나를

선호 수단, 좌절 경험, 니즈와

생성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은 각 개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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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층적 군집분석에 의한 덴드로그램

그림 4. 소비성향의 기술친화형 페르소나 소비자 여정 지도

여정 지도는 단계, 상황 묘사, 문제점, 활용 수단, 감정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가게에서

이용에

물품

친숙하고

구매를

많이

외식을
하는

하거나

소비성향의

기술친화형 페르소나는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는

(b)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각 군집별 변수값

상황에서

그림 2. 계층적 및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어려움을

경험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었고 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림 4 는
기대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페르소나

카드를

소비성향의 기술친화형 페르소나의 소비자 여정 지도

작성하였다. 그림 3 은 소비성향의 대인친화형

예시를 보여준다.

페르소나 카드 예시를 보여준다.

3. 결 론
2.3 소비자 여정 지도 작성
본

연구는

도출된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통합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자 맥락 자료를

금융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집단과 각

서비스의 사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집단의 여정을 도출하였다. 일상 재구성 조사법으로

소비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소비자

추출된 사용자 맥락 속성은 정량화 과정을 거쳐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류되었고 분류된 군집들은
페르소나로 변환되었으며 각 페르소나 별 경험의
흐름은 소비자 여정 지도를 통해 시각화되었다. 본
연구의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접근 기반의 맥락 자료
분석 방법은 실제 사용자 집단의 경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페르소나 및 소비자 여정 지도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페르소나 및
소비자 여정 지도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림 3. 소비성향의 대인친화형 페르소나 카드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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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로는 일상 재구성 조사법에서 수집된

CHI

정성적 데이터 분석과 통합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Computing Systems, ACM Press (2006), 13-16.

보다 포괄적인 사용자 맥락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본

7. A. Cooper, The inmates are running the

연구에서는 일상 재구성 조사법에서 수집된 사용자

asylum: Why high tech products drive us crazy

in

user-centered design: How can personas benefit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고 그 의미를

product design processes? Design Studies 32, 5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통합 금융

(2011), 417-430.

서비스에서 은행사, 카드사, 보험 및 투자사와 관련된

9. D. Kahneman, A.B. Krueger, D.A. Schkade, N.

종합적인 사용자 맥락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관련된

Factors

8. T. Miaskiewicz and K. A. Kozar, Personas and

사항 기술 등의 정성적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과

은행사와

Human

(2004), Indianapolis, Indiana, U.S.

사용자의 경험 묘사, 만족감 의견 작성, 불편 및 제약

주로

on

and how to restore the sanity. 2nd edition, Sams

맥락 자료 중 정량화된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나,

하였으나

conference

Schwarz, and A.A. Stone, A survey method for

경험만이

수집되었는데, 보험사, 투자사 등과 같이 출현 빈도가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5702

낮은 특정 영역에 대한 사용자 맥락을 효과적으로

(2004), 1776-1780.
10. L. Da-Hee, Y. Hoon-Sik, and P. Young-

식별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Hwan, Customer journey map based on sensors
for service design. In Proceeding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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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이성을

본 연구 의 목 적 은 장애 인 의 맞춤 형 자 가 건강 관
리 서 비스 ( 운동 ∙ 마 음건 강 ) 를 제 공하 기 위 핚

고려핚 기술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족핚 실정이고,

생홗 밀 착형 스 마 트 헬 스 케어 시 스 템을 구현 하 는
것이 다 .
이를

위해

장애 인

건강 관리 의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포괄핚 효과적인
자가건강관리 방앆에 대핚 연구는 미흡핚 실정이다.

장애 요 인을

일상생홗 속에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핚 자가관리

분석 하 고, 장 애인 건 강관 리방 법 에 대 해 축적 된
지식 들 을 획 득함 으 로 써 장애 인 맞 춤 형 건 강 관리
지식 베 이스

구축 하 고,

구축 된

능력 배양이 선행되어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건강관렦
요구와 변화, 건강문제를 적절히 대처핛 수 있도록

지 식 베이 스 를

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기반 으 로 장애 인 생 홗 밀 착형 스 마 트 헬 스케 어
시스 템 을 구 현하 여 적 용 하고 자 핚 다 .

있어야 핚다.
이에 장애인의 건강소양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홗밀착형 자가건강관리를 위핚 맞춤형 서비스

주제어

제공을 위핚 연구는 필요하다.
1.2 연구목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장애인, 자가 건강관리,
맞춤형, 생홗밀착형

장애인의 맞춤형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관리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장애인
건강관리방법에 대해 축적된 지식들을 획득함으로써

1. 서 론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1.1 필요성

구축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장애인 생홗밀착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현하여 적용하고자 핚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싞체적 불편함 및 이동
등의 제핚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에 제약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질홖에 쉽게 노출되고 건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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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장애인 건강관리 결정지원 서비스 실행모듈

2. 본문
2.1 연구방법
Table 1, 세부연구목표 및 방법

현황
분석

지식
획득

1. 장애인의 건강관리 문제점 분석
가. 선행연구 분석
나. 건강관리기관 및 시스템 분석
다. 건강문제영역과 건강관리 장애요소 분석
2. 장애인 자가 건강관리방법 지식획득 및
지식표현 개념화
가. 장애인 건강영향 요인 지식획득
나. 장애인 건강관리 방법 지식획득
다. 건강문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
지식획득

지식
베이스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2.2.4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현

3.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식베이스 구축
가. 지식베이스 구성
나. 지식의 정형화

보건 관 리자 가 장애 인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결정
시스템(Health

다. 지식의 표현

Decision

Support

System,이하

HDSS)에 건강 평가된 장애인의 건강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4. 장애인用 PHR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
템 개발
가. 장애인 건강평가결과와 건강관리 정보를

중재를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모바일웹)을
구현하였다.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건강상태‧장애상태 등

기반핚 PHR 기초데이터 생성
나. 자가건강관리 이행 체크기능 제공

에 적합핚 운동‧마음건강 평가결과와 콘텐츠 및 지식

2.2 연구내용

을 제공 받을 수 있다.

2.2.1 장애인 건강관리 문제점 분석

3. 연구결과

선행연구, 건강관리기관 및 시스템 분석, 장애인(뇌

장애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상자, 사회적,
홖경적, 구조적, 네트워크적 등으로 다양하지만,

병변, 시각, 지체장애인) 및 관계자(청각,발달장애인)
의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의 문제영역과
건강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전문적이고,

장애특이적,

사회홖경적

요소로

다각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2.2 장애인 자가 건강관리방법 지식획득(knowledge

Figure 2 장애인 건강 영향요인

acquisition) 및 지식표현 개념화
전문가의견, 선행연구, 데이터베이스, 임상경험 등으
로부터 장애인의 개인적(장애유형, 연령, 선별, 기능,
경제, 사회참여 정도, 가족구성) 및 홖경적(지역, 사회
지지도, 제도) 건강영향 요인과 건강관리방법을 식별
및 개념화하고, 선행연구와 운동‧마음건강 두 학계 전
문가의 지식획득을 통하여 장애인 맞춤형 운동‧마음건
강관리 구조설계의 기초지식을 마렦하였다.
2.2.3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식베이스 구축
2017년에 개발된 ‘장애인 건강지수 Beta version’을
홗용하여 건강관리방법/개입수준 구조설계를 구성하였

전문가의견, 선행연구, 데이이터베이스, 임상경험

고, 건강평가결과-건강관리방법 매칭 알고리즘 개발하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건강영향요인과 건강관리 방법을
식별 및 개념화하고 운동‧마음건강관리 구조를

였다. 또핚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구조설계를 의미망
(Semantic Net)으로 표현하기 위해 호의 종류 중 is-a

설계하였다.

와 has-part 호를 사용하여 개념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장애인 건강문제/건강관리방법 지식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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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장애인

Figure 5 맞춤형 건강관리(마음) 화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핚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모바일웹
프로토타입을
개발
하였다.
프로토타입은
www.shealth.co.kr로 대상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핛 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내 건강상태 확인하기,
건강관리 하기, 출석 관리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대상자는 내 건강상태 확인의 영역에서 평가된 기본
검진 정보와 장애관렦 기능수준, 싞체홗동수준,
운동기능평가, 마음건강 평가 등을 확인핛 수 있다.
Figure 3 내 건강상태 화면

대상자는
건강관리의

영역에서는

대상자의

맞춤형으로

제공받은

운동∙마음건강

관리를 실행하고 종료버튺을 누름으로 출석관리를
확인 핛 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수집핚

장애정도와

운동수준, 마음상태 그리고 보유질홖을 반영핚
운동∙마음건강 관리 콘텐츠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개인·지자체 단위의 복합적 건강관리 실현핛 수 있다.

Figure 4 맞춤형 건강관리(운동) 화면

Figure 6 출석관리 화면

장애인 건강 데이터를 보건관리자 HDSS 와 연계하여

결론
본
연구 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운 동 ∙ 마음 건 강) 제공을 위해 생 홗 밀착 형
스마 트

헬스 케 어

시스 템을

구현

적용 하 고자

함이 다 .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 홖경적 건강영향 요인을
고려핚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핚 장애인의 건강개선
서비스 제공이 부족함을 확인 핛 수 있었고, 개인별
건강평가 및 관리방앆 마렦이 시급함을 확인 핛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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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 애 인의 건 강문 제 / 건 강 관리 방 법 에

2. Berner ES. (2007). Clinical decision support

대핚 지 식 획득 하 여 장 애인 맞 춤형 건 강 관리
지식 베 이스 구 축을 통 해 건강 평 가 결 과 에 따 른

systems. New York, NY; Springer: 2007.
3. Chae YM et al. (2011). The adop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decision

건강 관 리 방법 을 제 시 하는 장 애인 맞춤 형 스 마트
헬스 케 어 시 스템 을 개 발 하 였다 .
장애 인 의 운 동 및 마음 건강 특 성을 반 영 핚

support systems in Korea. Health Inform Res.
2011
Sep;17(3):172-7.doi:
10.4258/hir.2011.17.3.172.

맞춤 형 서 비스 제 공은 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
개인별 건강을 구분하고 관리 가능핚 방앆으로써
홗용핛 수 있으며, 또핚, 개인적, 홖경적 건강영향

4. Markets

and

Markets.

(2014).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Market by

요인을 고려핚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핚 장애인의

Product – Integrated (EHR, CPOE)], Model
(Knowledge-based),
Applications
(Drug

건강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핚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Allergy Alerts, Drug Interactions), Delivery

자가건강관리의 동기 부여를 기대핛 수 있고, 스마트

Mode
(Web-based,
Cloud
based),
Component (Hardware, Software) - Global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수집핚 장애인 건강 데이터를
보건관리자 HDSS 와 연계하여 개인·지자체 단위의

Forecast to 2018,‛ Feb. 2014.

복합적 건강관리 실현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핚다.

5. 채호석 외. (2011). 임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기반 u-health 포털 시스템 참조 모델.
韓國情報技術學會論文誌 제 9권 제 7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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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인식 서비스의 UI/UX 디자인 연구
UI/UX design research of AI voice recognition service for dea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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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장애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생활의 적응에

음성을 글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인 STT(Speech to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Text) 서비스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각장애인의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써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기반하여, 직장 내
‘회의’라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STT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업생활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STT 서비스 앱의
UI/UX 디자인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상시키고자 한다.

청각장애인과 회의 시 비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1.2 선행연구검토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할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들의 불편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써 의사소통 보조 기기의 역할이 매우

정도를

척도로

측정

하여

주요

문제점들을

중요하다.

설정하였다. 참여한 설문 참여자를 기준으로 실제
회사 내에서 회의 시 STT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존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보조

기기들이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장애인들의 실용적인 의사 표현에서는

청각장애인 2 명을 선정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윤여경(2015)은 청각장애인을

실질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하였다. 그 후 AEIOU
기법을 통해 ‘회의실 내 STT 서비스를 활용한

위한 의사소통 보조 기기의 UI/UX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을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과정’을 이미지화

대상으로 의사소통 보조 기기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하였고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 욕구, 기회, 부가

사항들과 더불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치’를 기반으로 한 STT 서비스 앱의 UI/UX 디자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는 의사소통 보조 기기의 디자인에만

주제어

국한되어 있고 비장애인을 제외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STT 서비스, STT 기술, 음성인식 기술, 음성
인터페이스, 청각장애인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1. 서 론

역할 인터뷰,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과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원활을 위한 STT 서비스
기반의 앱에 대한 UI/UX 디자인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청각장애인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의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으로

1.3 연구내용 및 방법

결과가 도출되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소로는
인간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직업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청각장애인이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옥정달, 2007).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한계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정서적 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설을 세우고자 Affinity Diagram 을

또한 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다(윤여경, 2015).

활용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타깃 유저(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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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를

구체화시켰다.

둘째,

청각장애인과

내용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그룹화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역할 인터뷰 및 양적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겪는 상황 및
어려움에 관한 5 가지 범주인 Situation, Visual,

도출하였다.

Speaker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페인 포인트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division,

Communication,

Privacy

를

도출할 수 있었다.
3.2 역할 인터뷰 – 페인 포인트 도출

2. 용어 및 개념의 정의

•실험 목적

2.1 청각장애인의 정의

앞서 나온 5 가지 범주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청각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페인포인트를 찾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의하면 청각장애란 소리를
지각하는 신체 부위인 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역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와 같이 5 가지
범주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회의상황을 설계하였다.

문제가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곤란을 겪는
상태를 말하며, 청각장애는 의학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표 1. 범주별 역할 인터뷰 설계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청각장애는 언어발달과 교육 성취와 같은 학업

범주

경험 요소

Situation

외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팀 회의 상황

Visual

구글 실시간 자막 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의해 정의된다. 더불어

할것

법적 정의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Speaker division

2회 이상 2~3명이 동시에 이야기 할 것

이상 및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Communication

대화 상대가 1회 이상의 농담과 1회 이상
의 분노를 표할 것.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그리고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Privacy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1회 이상 외부노출 금지인 사항을 이야기
할것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이 회사 내에서 회의를

•실험 대상

진행할 경우 S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UI/UX 디자인 개선 제안을

6 명(남 2 명 여 4 명)이 참가했으며, 평균 나이는
27.2 세였다. 비장애인 5 인과 청각장애인 1 인을

하였다.

대상으로 진행했다.

2.2 청각장애인의 현황

•실험 방법

2017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참여자 6 명중 한 명씩 돌아가며 헤드폰을 쓰고

2,545,637 명이며 등록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차단하여 청각장애인 역할을 하였고 4 명은
비장애인으로서 직책을 맡아 회의 상황을 진행했다.

302,003 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2016 년 기준 등록 장애인의 10.8%를 차지한

청각 장애인 역할을 맡은 사람은 ‘구글 실시간 자막’

것에 비해 2017 년에는 1.1%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STT 앱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했으며 비장애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앞서

3. 연구방법

제시된 각 범주별 행동을 수행했다. 한차례가 끝날

3.1 Brainstorming & Affinity Diagram - 컨텍스트
범주화

때마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역할 경험 시 느꼈던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수집하며 자유롭게 진행했다.

청각장애인의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컨텍스트를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추후 실험 진행을 위하여

• 실험 결과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회의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Brainstorming 및 Affinity Diagram 을 진행했다. 각
팀원들은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Brainstorming 하여 포스트잇으로 작성 총

표 2. 범주별 주요 페인 포인트

36 건을 제출했다.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21 건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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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오류로 대화 내용을 놓치는 경우

Situation

상사나 부하직원이 불편함을 느낀다
하얀 바탕에 정해진 규격 없이 작성된 텍

Visual

스트 정보들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적인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Speaker division

Communication

Privacy

여러 화자들이 대화할 때는 텍스트 만으로
그 대화의 주체를 알 수 없다

그림 1. 설문조사 Wireframe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이 텍

구성된 Wireframe 에 각 범주에 필요한 질문지를

스트에 집중되어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성하여 유형별 응답자가 적절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고 검증된 내용을

기록으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노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총 48 개의 질문을 각

출될 수 있다

응답자에 적절한 흐름으로 삽입하였다.

3.3 설문조사 – 페인 포인트 강도 측정
•실험 목적
앞서 도출된 각 페인포인트의 강도를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얻고자 하는 정보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진행 전 Wireframe 을 제작하였다.
•설문조사 설계(Wireframe, 사용자 정의)

그림 2 Wireframe 위에 삽입된 질문지

질문 목록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질문은

•실험결과
설문조사에 총 66 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고 이중

4 가지 범주로 정의하였다. 정의된 질문의 범주

청각장애인 20 명(30.3%), 비장애인 46 명(79.7%)이

안에서 설문 대상자는 4 가지 유형의 응답자로
분류되어 각 응답자 유형별 답변을 분류할 수 있도록

응해주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STT 서비스 사용 현황과 사용자들이

설계하였다.

느끼는 서비스의 정확성,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방향,

표 3. 설문 대상자 유형 구분
질문지
4가지
범주

설문
응답자
4가지
유형

1.

대상의 인적 사항

2.

음성인식 서비스 사용 여부

3.

서비스 pain Point

4.

서비스 사용자의 환경

1.

청각장애를 가진 STT 사용자 - 회의실에서 STT 사
용/미 사용

2.

청각장애를 가진 STT 미 사용자 - 회의실에서 STT
경험/미 경험

3.

일반인 STT 사용자 - 회의실에서 STT 사용/미 사
용

4.

일반인 STT 미 사용자 - 회의실에서 STT 경험/미
경험

해결하고 싶은 점, 그리고 STT 서비스의 사용 저항
분석 및 추후 사용 의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된

설문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STT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STT 서비스 이용 상황
사용자

상황

수 (%)

비장애

검색 할 때

11명(30.55%)

손이 불편할 때

11명(30.55%)

날씨 및 알람

7명(19.44%)

타 디바이스 조절

4명(11.11%)

기타

3명(8.33%)

총

36명(100%)

인

설문 대상자는 설계된 범주 내에서 유형별로 질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질문지 배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청각장
애인

위하여 Wireframe 을 구성하여 Userflow 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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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불편할 때

1명(9.09%)

•실험 목적

기타

1명(9.09%)

총

11명(100%)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STT 서비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심층화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표 5. 청각장애인의 STT 서비스 사용 시 불편한 점

•인터뷰 설계

불편한 점

수(%)

화자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6(37.5%)

설문조사 응답자 중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화의 분위기를 알 수 없다

6(37.5%)

대상을 리스트업 하여 현재 STT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 인터뷰 대상자 2 명을

글씨를 보기 힘들다

3(18.75%)

선별하여

인식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

1(6.25%)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는 표 8 와 같다.

총

16(100%)

표 8. 인터뷰 대상자 Profile

표 6. 주요 페인포인트별 필요 강도 파악(높을수록 부정적)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인터뷰

Profile 1

Profile 2

성별

남

여

범주

질문

척도

연령

37세

27세

Speaker
Division

STT 혹은 속기사 서비스 사용 시 말하는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우신가요?

3.19/5

직업

현장직

사무직

Communi
cation

STT 서비스를 통해 대화의 분위기 파악
이 어려우신가요?

장애 정도

청각, 언어 장애

청각 장애

3.07/5

구글 실시간 자막

Visual

STT 서비스 사용 시 텍스트를 인식하기
에 불편하신가요?

사용 STT 서비
스

구글 실시간 자막, 시
리

2.92/5

주 사용 횟수

3-4회

2-3회

STT 서비스 사
용 이유

회의 및 세미나에서
필요

회의 업무 협조 시 필
요

표 7.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과 회의를 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점
우려하는 점

수(%)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없다

14(35%)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지 못
한다

11(27.5%)

의사소통 때문에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

10(25%)

기타 의견

5(12.5%)

총

40(100%)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심층 인터뷰의 진행 과정은 인터뷰 전, 인터뷰 중,
인터뷰 후 상황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 및 인터뷰
진행의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컨텍스트 파악을

다음과

하고자 하였다. 단계별 진행한 내용은 그림 3 과 같다.

같다.

그림 3. 인터뷰 진행 설계

비장애인은 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상황에서

•인터뷰 진행 및 방법

STT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구분(Speaker

수

있었다.

Division)

청각장애인은
및

대화의

인터뷰 대상자의 언어 장애로 인하여, 심층 인터뷰

화자

진행 시 대상자 동의하에 영상 촬영, 음성 녹취 및
스크립트 작성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분위기

파악(Communication) 그리고 가독성 (Visual)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장애인은

인터뷰 진행 방법은 지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준비된 질문 내용
외에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과 회의를 할 때 단방향 의사소통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중간에 유추된 질문 항목을 추가하여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표 9 와 같다.

3.4 심층 인터뷰 - 사용자 컨텍스트 심층 파악

표 9.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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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 질문 요약본

기본 사항

Problem / Desire

1.

비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및 필요 사항

인식된 텍스트의 화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필요함

2.

사용중인 STT 서비스의 종류 및 편리함 정도

단순 대화내용은 알 수 있어도 대화의 분위기를

1.

회사에서 청각 장애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음
청각장애인

경험한 적 있는지

오랫동안 텍스트를 보고있으면 눈이 불편함

회사에서 STT 사용 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

수많은 양의 텍스트들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었

용하는 지

으면 좋겠음

상황 파악
2.

니즈 파악

1.

STT 서비스의 기능적 서비스 개선 필요성

2.

회의 상황에서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

3.

화자구분 / 대화 분위기 / 가독성 관련

비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정보전달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겠음
Opportunities / Addable Values

인식된 텍스트에서 화자가 구분되어 나타나야 한다

•인터뷰 분석 결과

화자의 감정 및 대화 맥락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니즈인 화자구분,
대화 분위기 파악, 가독성에 대한 니즈가 실제로도

장기간 사용을 고려한 텍스트 가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높은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텍스트들을 손쉽게 메모 및 관리 할 수 있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STT 서비스 이용 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음성
인식되는 텍스트들의 양이 너무 많아 관리를

야 한다.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은 여러

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의 논의하는 상황에 있어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해가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는 것 때문에,

4. 결론 및 제언

실제로

회의실

내에서

소통이

단

전달내용이 청각장애인에게 잘 수신되었다는 피드백을 비장애인

방향으로만

4.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두 명의 참여자는 직급의 차이가 있는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곤란한 상황을

설문조사, 역할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경험하였으며 주변 장애인들 또한 동일한 문제점으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터뷰

이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STT

후 기록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상황을

서비스 기반의 앱에 대한 UI/UX 디자인 개선을

AIEOU 기법을 기반으로 구체화 하였다.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STT 서비스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장애인은

STT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속 편리함의 니즈를 충족하였고 청각
장애인은 업무 및 회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니즈를
충족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더 중요한 상황에서
STT 서비스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T
서비스 활용 시 불편한 점으로 ‘화자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37.5%)’와
그림 4. AEIOU 기법으로 정리한 사용자 컨텍스트

위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이 실제 STT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STT 서비스 기반의 앱에 대한
UI/UX

디자인의

Problem/Desire

를

디자인의

분위기를

알

수

방향으로만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찾고,

Opportunities / Addable Values 내용을 선별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의 표 10 과 같다.
표 10. STT 서비스 UI/UX
Opportunities/Addable Values

‘대화의

없다(37.5%)’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비장애인
응답의 경우,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단

둘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화자의 구분 및
대화의 분위기 파악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실 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단 방향 소통에 대한 이유가 청각장애인의 소극적

Problem/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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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 및 상급자와의 거리감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이라는 의견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FGI, 역할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STT 서비스의 앱에 대한
UI/UX 디자인 개선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 시 화자 구분이 되어야 하며
인식된 내용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텍스트들을 손쉽게 메모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비장애인은 의사 전달
내용이 청각장애인이 잘 수신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 개선이
된다면 청각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직업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각장애인 및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규모가 다소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더 큰 규모의 실험이 진행된다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옥정달. (2007). 청각장애인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3), 367382.
2. 윤여경, & 김성훈. (2015).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모바일 앱 (App) UX/UI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2), 429-439.
3. 국립특수교육원.(2016). 양육 길라잡이 청각장애
편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링크 주소
1. 청각장애인 인터뷰 영상 1 :
https://youtu.be/sEb8HW9VO6U
2. 청각장애인 인터뷰 영상 2 :
https://youtu.be/No-gUGM5D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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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이는 현행법이 의약품의 점자 표기를

요약문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했고, 점자의 규격,

기준

재질 , 유지 관리 상태 등의 정해진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식품 분야에서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등록장애인의 9.8%는 시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의 여러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시각장애인들은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등의 큰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특히나 삶의 기본권과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점자

연결되는 식품, 의약품 분야에서의 문제점은 그
중대성이 훨씬 크다. 자칫하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표기가

있는 큰 위험성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비한

음료,

과자

등의

기호식품은

시각장애인들의 선택 및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나 삶의 기본권과 관련된

44.1%가 의약품의 오남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들은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등의 큰 어려움을 겪어 질병에

의약품, 식품 분야에서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의류, 제품 구매 등

노출되는 경우도 잦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크게 정보검색 방식과 정보습득

기호적인 영역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방식에 있어서의 사용자 중심 경험(UX)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적 인터페이스(UI)에 기능적 측면을

1.2 연구 현황

더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희조

외(2016)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

장애요인을 의료기관까지 물리적인 이동의 어려움,
자가임의투약의 문제, 복약준수의 어려움, 부작용

주제어

관련 경험, 의료정보 및 의약품 정보전달의 제한,

시각장애인, 이미지인식, 음성인식, 사용자 중심

약국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 여섯 개로 범주화
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정보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1. 서 론

제한을 받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김하영 외(2015)는 이를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해결하기 위해 기존 QR 코드 및 바코드 인식 방식의

식품의약품 안전 평가원이 제시한 연구에 의하면,

단점을 고려한 ‘음성 기반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QR 코드의 효과적인 위치를

설문 대상자의 44.1%가 의약품의 오남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침, 점심, 저녁 등 복용해야
하는 약의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하고,

음성인식의

사용성이

높음을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 또한 한국제약협회 등의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여, 기존 QR 코드와 바코드 인식을 대체할 수

검증하였지만, 기존 QR 코드 방식에서 벗어나지

조사에 의하면 전체 허가·신고된 의약품 중 점자표시
품목은 0.2% 뿐이었으며, 점자가 표기된 제품 마저도

있는 이미지 인식기능을 제안하였고, 인터뷰 및
사용자 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니즈(Needs) 파악을

대부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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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정보 습득 방식 인터뷰 분석

통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의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고자 했다.

음성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다루기

보다

타이핑을 통하여 직접 혹은 타인에게 부탁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음성 서비스가 있지만
시끄러운 공간,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를

2. 본 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의약품, 식품 등을 초점으로

비롯하여 잦은 오류로 사용이 불편하였다. 또한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기존 매체들이

QR 코드의 사용도 어려웠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에 정밀한 행위를 요구하는

가진 한계점과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패턴 및

2.3.4 요약

방식을 연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2.1 연구 대상 및 방법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과
뛰어난 기술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홀로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2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본

오류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대상은 30 대 후반,

적은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의약품을 비롯하여 식품군의 유통기한 확인 등은
이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40 대 초반의 남성 2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중증
판정을 받았다. 인터뷰는 대상자 2 명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그룹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플랫폼울 제안한다.

2.2.1. 인터뷰 대상 및 내용 인터뷰 대상 및 내용
먼저, 대상자의 기본 질환 정보, 처방받는 과정,

3. 음성기반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제안

의약품 보관 및 구분 방법, 의약품 복용 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안전사용을 주제로 일상에서 의약품을 다루는 방법과
경험에 대해 질의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플랫폼을 제안하려고 한다. 사용의 오류를 줄이기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방식, 평소 기록이나 검색의

위해 “단순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형태, 정보 확인 방식, 정보 습득 방식에 관하여

정보 검색 방식과 정보 출력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있다.

2.3 인터뷰 결과 분석

반면, 식품군의 유통기한은 전부 기록해두지 않고

2.3.1 의약품 사용에 관한 불편함 분석

대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다. 따라서
이용하는 식품군의 유통기한은 아주 짧거나 아주 긴

대상자 모두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존재하여
복용방법, 보관방법 등 특별히 기억하거나 기록할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3.1 정보 검색 방식의 제안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오히려 처방약 봉지에
적혀있는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의 텍스트를
구분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 구분 노하우는 개인적 경험에만 근거하였다.

음성검색과 이미지검색을 제안한다.

따라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섬세한 행위의 단계를

만성질환자들이 새롭게 유입되면 시행착오 속에서
의약품 구분 방법에 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며,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시공간의
제약, 제도적 문제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2.3.2 의약구별 시, 기기 사용 의향
의약품을 구분 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기계로 존재하더라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Figure 1. 정보 검색 방식 제안_음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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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를 짚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
화면에서 다른 정보로 화면 이동이 혼란스럽지 않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이 담긴 정보들은 카드형식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스와이핑을 통해 제품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선택하여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Figure 2. 정보 검색 방식 제안_이미지 인식. 식품군

Figure 3. 정보 검색 방식 제안_이미지 인식. 의약품군

Figure 4. 정보 습득 방식의 제안

이미지 검색 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품의 종류와,

4. 결 론

상세정보이다. 특히, 우유와 같이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자를 인식하여

4.1 연구 의의 및 한계점

정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와 더불어 문헌 고찰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윤곽선을 위주로 한
그룹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해 기존 문제 해결 방식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한 인터뷰로 현재

보다 정확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불편을
주는
장애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3.2 정보 습득 방식의 제안

co-design 으로 보다 실질적인 연구 방법에 큰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포항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지역

시각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스크린리더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한
화면에 과다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손으로

특성과 연구 대상자 섭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수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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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시각 장애 등급,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시각장애인 전체 집단에

4. 손경선 (2017.10.10.), "딥러닝과 OpenCV 를
활용해 사진 속 글자 검출하기", Naver D2.

일반화하는 것에는 비약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https://d2.naver.com/helloworld/83447

시각장애인이 의식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저해가 되는 주요인에서 제도적인 측면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 실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의
서비스 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본 연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 또한 예측된다.
4.2 연구 발전 가능성
향후 시각 장애 등급, 연령, 성별, 독거 여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계층의 시각장애인
집단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토타입 사용자 테스트 단계를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병행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식약품 사용과 이에 따른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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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LED 시각적 피드백 평행봉 시스템
A novel parallel bar system with LED visual feedback
for people with asymmetric gait disorder: a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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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대칭적인
보행 패턴과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행봉을 개발하고, 비대칭적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개발된
평행봉(LED 평행봉)은 LED 와 IR 센서를 통해 환자들의
걸음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보행 동안 규칙적인 박스
모양을 밟으면 LED 색이 바뀌면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보행 장애가 있는 8 명을 대상으로 4 주,
주당 1 회 이상, 10 분 이상 LED 평행봉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성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4.1 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존 평행봉과 비교하였을 때, LED 가 있어
새롭고,

체중을

비마비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LED 평행봉이 보행 재활
훈련에 흥미를 주고 대칭적인 보행을 유도하는데

피하기, 게임 방식의 스텝 훈련, 불규칙적인 스텝 박스
밟기와 같은 훈련이 가능한 트레드밀(4) 등 다양한
트레드밀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신경계 환자들은 자신의 비대칭성의 정도에
대해 지각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피드백 해줘야 한다(5). 본
연구에서는 흔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LED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평행봉에 접목하여 자기주도적 훈련이 가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의 비대칭성을 지각하고, 대칭적인 보행 패턴과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행봉을 개발하여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LED 평행봉의
사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
2.1 하드웨어 시스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LED 평행봉은 신경계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보행 훈련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주제어
시각적 피드백, 보행 대칭성, 체중 지지, 보행 장애

평행봉은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플레이트, 높낮이 및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와 적외선

1. 서론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자세

센서로 구성된 보드와 경사리프트를 갖추었다.

비대칭성

본 제품의 핵심기능인 LED 플랫폼은 발의 위치를

체중지지를 들 수 있다(1). 비대칭성 체중지지는 정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보행과 같은 동적 균형을 요구할 때

감지하는 IR 센서와 피드백을 을 위한 LED 가
장착되어져 있다. 플랫폼은 IR 센서의 감도와 LED 의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계 환자들이

시인성을 고려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적용하였고

대칭적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는 트레드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순 보행을 넘어 실시간

전체판의 크기는 970(W)*3,000(H) mm 이다.
평행봉의 시각적 피드백을 위해 PC 판 아래에 LED 모듈

화면을 통해 본인의 보폭,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6 개를 연결하여 총 1200 개의 적외선과 빨강, 파랑,

피드백이 가능한 트레드밀(2),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컨텐츠를 가상현실로 제공해주는

초록 3 가지 색상의 LED 1920 개를 사용하였다. IR 과
LED 센서부는 고장 시 교체가 용이하고, 경제적 비용을

불안정성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여 작은 모듈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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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플레이트(700(W) * 480(H) mm)는 기본 모듈인
350(W)*120(H) mm 사이즈의 PCB 8 개로

일정 시간 후 시작할 수 있는 Auto-start (sec, 1 초
단위), 청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템포 (10 bpm 간격),

구성하였다. 사용자 니즈에 맞추어 길이를 연장하거나

발모양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행 시 지지판 역할을 하는
PC 판을 덮은 후 센서 감지 정도를 검사하였고,

때(correct)와 정확히 밟지 못했을 때(incorrect)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Sound(on/off) 가 있으며, 시작

출력지연시간은 오실로 스코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방향이 평행봉 입구일 때 정방향(forward), 경사로에서

100ms 로 나타나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출발할 경우 역방향(reverse) 중에 1 가지를 선택할 수

확인하였다.

있다.

박스를

일정

범위

이상으로

밟았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1 자형과 O 자형 두

모드 1 은 사용자가 걸은 후, 발모양과 위치가 LED 로

가지로 구성하였고, 사용자 신장과 체격에 맞추어
높이와 너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본 제품은

표시되어 자신의 보행 패턴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이다. 이 모드는 보행 패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편하게 리모컨을 사용하여 평행봉 지지대(Frame)에

치료사는 환자의 보행 패턴에 대해 피드백을 줌으로써

장착된 4 개의 컬룸의 높이가 전동으로 최소 750
mm 에서 최대 1050 mm 까지 조절 가능하다. 너비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행 훈련의 목적을 제공할 수
있다.

손잡이 중앙에 폭 조절 노브를 장착하여 가드레일의
폭을 조절하는 수동식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1 자형은 고정하고, O 자형 가드레일은 너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브를 올린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좌우 슬라이딩하여 최소 380 mm 에서 최대 550
mm 까지 손쉽게 맞출 수 있다. 평행봉의 승하강은 최대
150kg 부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본 평행봉의 컬룸 1 개당
최대허용중량은 700N 이며 총 4 개의 컬룸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최대 2,800N 의 허용중량을 갖는다.
경사리프트는 필요가 없을 경우 분리가 가능하다.
경사각은 최대 2.0°, 리프트 높이는 180 mm 까지
조절할 수 있다.

모드 2 는 본 연구에서 주로 적용한 훈련으로, LED
플레이트에 네모 박스 형태가 지정된 보행 변수에 맞춰
표시되면, 박스의 위치에 정확히 발을 놓아 대칭적인
보행을

유도하는

모드이다.

환자가

박스

크기의

50%이상 밟을 경우, 초록색으로 색상이 바뀌며, 만약
그렇지 못한 박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Sound
기능을 이용하면 정확률에 따라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모드에서는 보행 변수를 조절하면
일자보행(tandem gait)이 가능하며, 뒤로 걷기나
옆으로 걷기, 경사로 걷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각적 자극(BPM)을 적용하면 박자에 맞춰 박스를
밟아 나가는 훈련도 가능하다.
모드 3 은 경사부 시작과 평행봉이 끝나는 위치에

2.2 시각적 피드백 컨텐츠
본 평행봉의 시각적 피드백 소프트웨어는 총 4 가지로

매립된 포스플레이트를 활용하여 좌우 체중을 이동 및
조절하는 훈련 모드이다. 치료사는 좌우 체중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2 가지 모드(모드 1 과 2)는

비율(0~100%), 유지 시간(0.1 초 단위), 훈련 시간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2 가지(모드 3 과 4)는
모듈 수정 중에 있다. 4 가지 훈련모드는 다음과 같다;

(1 분 단위), Sound(on/off)를 설정할 수 있다.
LED 플랫폼에는 설정된 좌우 체중 비율에 맞추어 기준

모드 1) 보행 후, 걸음 패턴이 LED 로 표시되는

선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체중이 좌우 50:50 으로

모드(그림 1A), 모드 2) LED 로 표시되는 네모 박스를
밟아 대칭적으로 보행훈련이 가능한 모드(그림 1B),

균형을 이루면 플랫폼에 LED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가고, 일정 시간을 유지하면 소리를 통해

모드 3) 로드셀을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좌우균형훈련,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한쪽 비율을 100%으로 설정하면

모드(그림 1C), 4) 체중이동훈련모드(Dance dance

한 다리 서기 훈련도 가능하다.

revolution, DDR of Exergame, 그림 1D).

모드 4 는 exergame 기반으로 일정 길이의 박스가 좌

기본 S/W 의 User-interface 는 치료사 중심의

또는 우방향에서 내려오면 그 길이(시간) 만큼 체중을

편의성을 고려하였고, 각 보행 변수를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본 보행 훈련을 위해 Step(S,

이동하여 유지하는 모드이다. 모드 3 보다 상대적으로
동적으로 체중이동훈련을 할 수 있다. 현재 모듈 수정

Step length), Foot interval(I), Position (starting

중으로 추후 조절 가능한 변수들을 최종 완성할

position), Foot width(W), Foot length(L)로 총
5 가지의 변수를 최소 0cm 부터 3cm 간격으로

예정이다.

조절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부가적인 옵션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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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6.9 세이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6 명, 2 명이었다. 뇌졸중 또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각각 50%를 차지하였다. 8 명 중 3 명이
평소 보조도구를 사용 중이었으며, 지팡이 1 개, AFO
보조기 1 개, 휠체어 1 개로 나타났다.
그림 1. LED 평행봉의 시각적 피드백 컨텐츠

3.2 사용성에 대한 응답결과

2.3 사용성 평가

설문 조사 중 객관식 문항 결과에 따르면, 시각적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피드백 평행봉의 사용성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점수는

후(IRB No.2017-058), 대전에 있는 복지관에서 보행
장애가 있는 자 8 명을 대상으로 담당 치료사 1 명과

5 점 중 4.1(0.3)점으로 나타났다. 1 번 문항은
4.1(0)점, 2 번 문항 4 점(0), 3 번 문항 3.8(0.5)점,

함께 진행되었다. 선정기준은 뇌졸중 또는 신경학적

4 점 문항 4.2(0.6)점, 5 점 문항 4.3(0.5)점으로

질환을 진단받고 발병 후 6 개월 이상인 자, 연구 내용을

대다수 4 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추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들은 총 8 명으로 기본적인
운동치료를 약 20 분 수행하고, 시각적 피드백
보행훈련은 1 주에 1 회 이상, 회당 10 분, 총 4 주간

LED 평행봉의 보완과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3.3 LED 평행봉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 주당 사용 횟수와

3.3.1 문항 1 – 보행재활을 위한 LED 평행봉의

시간을 조절하였다. 프로그램은 모드 1 과 2 를
사용하였다. 사용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5 점 척도로

유용성

항목은 객관식 5 가지와 주관식 3 가지 문항으로

“평소 휠체어를 사용하여, 보행 훈련 시 체중 지지에

구성되었고(표 1), 사용자 및 치료사로부터 인터뷰를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봉을 잡고 걸을 수 있어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부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트레드밀과 다르게 보행을 할
때 한 걸음마다 집중하면서 내딛고 걸음 속도를 조절할

표 1. 사용성 평가를 위한 만족도 점검리스트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대상자 8]

Objective items
1. Helpfulness

LED 피드백 평행봉이 보행재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2. Achievement

훈련 콘텐츠가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입니까?

3. Safety

외형의 디자인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까?

4. Novelty

콘텐츠가 흥미를 유발하고 새롭고
독특합니까?

5. Willingness

향후에 이 평행봉을 활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Subjective items

3.3.2 문항 2 - LED 평행봉의 컨텐츠를 이용한 치료
목적 달성
“발의 위치가 대칭적이지 않는데, 발 위치를 알려주고
자신의 발에 맞게 LED 박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LED 색상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목표의식을 갖게 만든다.” [대다수 응답]
3.3.3 문항 3 – LED 평행봉 디자인의 안전함
“LED 플레이트에서 소리가 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안전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대다수
응답]
3.3.4 문항 4, 5 – LED 평행봉 컨텐츠의 동기유발

6. H/W: Usercentered design

평행봉 하드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S/W: Satisfaction

콘텐츠 부분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알기 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존 평행봉과 비교하였을 때, LED 가 들어와서 새롭고
재밌고 재활치료 중에 이 평행봉을 사용하면 좋을 것

LED 평행봉 사용 시 편리하거나
불편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같다.” [대다수 응답]

8. Convenience/
inconvenience

여부 및 추후 사용의향

- 1168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3.3.5 문항 6 –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잘 밟았는 지 바닥을 자꾸 보게 되는 점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보행 중 바닥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한

“걷기에 편안한 너비와 적당한 길이다.” [대다수 응답]

문제점은 청각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여 개선하거나,

“올라갈 때는 쉽고, 내려올 때는 힘들었지만 경사

추가 대안책을 다음 보완 과정에서 마련해야한다.

높이는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내려올 때 손상된
측의 다리에 체중을 싣게 되어 운동이 만족스럽다.”

5. 결론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1,2,3]

본 연구를 통해 LED 평행봉의 사용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3.3.6 문항 7 – S/W 컨텐츠에 대한 주관적 의견
“발 위치가 불빛으로 나오는 것과 어떻게 밟는 지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색상이 운동할 때 눈에 잘 보이고
이해가 쉬었다.” [대다수 응답]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비대칭적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행 재활 훈련에 흥미를
주는 LED 평행봉임을 입증하는 첫 연구임을 제안하는
바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LED

“걸을 때 손상된 측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평행봉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비마비측으로 체중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 평행봉에서

사사의 글

훈련하면 마비측 다리의 사용을 증가시킨다.” [편마비가

보건복지부

있는 대상자 1,2,3]
3.3.7 문항 8 – LED 평행봉에 대한 전반적인

국립재활원의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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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활동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신적 긴장과 불안,

장애인의 건강증진, 2 차 질환 및 의료비 지출 감소
등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며(홍양자, 1996), 신체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응에 부정적 사고를 갖기 쉬운 장애인에게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전문지도자의 부족 등 체육활동을

새로운

의지,

새로운

인생을

찾는데

효과적이며(전용호,1994), 원활한 인간관계 및
자존감, 협동심, 경쟁심, 자부심, 긍지를 심어주어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중증 또는
초기의 중도장애인은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장애인 생활체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적응

사회통합의

상태였다. 2017 년 12 월, 장애인 건강권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단으로도

활용

넓게는

가능하다고

하였다(이영애&김한철, 2010).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따라서,

서비스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및 지도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과 의사,
장애인 체육 시설 담당자,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시설 담당자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담당자,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 실무자 등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와 체계를 파악하고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필요 요소 및 체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또는

퇴원

직후

주제어
2. 사용자 경험 바탕의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필요 요소 탐색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재활체육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사용자 경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

처방을

위한

의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시설 담당자,

1. 서 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도자,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로의

1.1 연구 배경

경험을 공유, 이해 및 공감하며 원활한 재활운동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체육 도입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2008
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체육 서비스 전달을 위한 필요 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체

1007 명의 조사 대상자의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인
운동의
효과성은

2.1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는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는

4.327 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각 1 문항 5 점
척도로 1 점 : 전혀 효과없음 ~ 5 점 : 매우 효과있음).

서비스가 아닌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이다. Cornwall 과 Coelho

장애인의

있으며,

(2006)는 공공 기관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더

스트레스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 등 정서적 문제

많은 대중의 참여, 참여한 대중의 요구와 목소리에
대한 신속한 응답, 약속 이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

77.2%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위험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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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강조하였다.

디자인

씽킹은

디자이너처럼

생활체육 연계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이
필요

생각하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하는 직관적 사고가 분석적 사고와 균형을

- 의사는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처방이 아닌 장애인의
운동여부에 대한 소견만 부여 하도록 함

이루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한번에 다양한 장애유형 모두를 고려하기 어려움. 장애인 중
가장 많이 비율을 나타내는 척수와 뇌병변 장애유형이 필요한
요소를 먼저 분석한 후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함

Sanders (1865)는 이러한 디자인 씽킹은 소수
국민의 요구로부터 도출된 해결안이 귀납과 연역을
반복한 검증을 통해 최소화된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함으로써 보편성의 논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4D(DiscoverDefine-Develop-Deliver)의 사고(아이디어)의 확산
및 수렴을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필요 요소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표 1. 연구에 활용된 방법

그림 1. 아이디어 도출
2.3 원활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을 위한
필요 요소 파악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Ⅱ 단계
(정의 : DEFINE)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 제공 시설, 서비스를 직접

재활운동 및 체육
pain point 공유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Ⅰ 단계
(발견 : DISCOVER)

제공하는 지도자들이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제공 혹은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중도 장애인이 퇴원 후 체육활동을 하게 되는

pain point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및 계층적 분석

과정에 대한 고객여정맵을 작성하여 감정, 문제점,

insight 도출

필요 요소를 파악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퍼소나를 작성하였다.

고객여정맵 작성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Ⅲ 단계
(개발 : DEVELOP)

퍼소나 작성
필요 요소 관계 map 작성

2.2 사용자 경험 바탕의 재활운동 및 체육 pain
point 해결을 위한 계층적 분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획득, 정리된 pain point 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트 잇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리하였다.
- 퇴원 후 무료하고 답답하며 정신적으로 힘들며, 재활 관련 운동
서비스를 찾는 것이 어렵고, 찾아도 대기가 길고 별로 얻을 것이
없음
-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PC, 모바일,
상담전화,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받길 원함
-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비용 등을
상담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 시설 및 지도자, 서비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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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을 위해 도출된
필요 요소 연결

2. 전용호 (1994). 장애인복지론, 서울 : 학문사.
3. 한국장애인개발원(2008b).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조사결과.

- 주거지 근처에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 가능 시설 배치 및
시설에 관한 정보

4. 홍양자(1996).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서울 :

-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내용)에 관한 검색이 가능한 플랫폼

21세기교육사.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지도자 정보

5. Baek, S., & Kim, S. (2018). Participatory public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바우처

service design by Gov. 3.0 design group.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처방(소견)이 가능한 의사 정보

Sustainability, 10(1), 245.

-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비용 등을
상담 할 수 있는 컨설턴트 배치

6. Cornwall, A., & Coelho, V. S. (2006). Spaces
for change? Representation, inclusion and voice

- 전반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기관 등

in new democratic arenas.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이트 및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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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이영애, & 김한철. (2010). 강화프로그램이
좌식배구 선수들의 체력과 이동능력 및 특성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3(3), 89-109.

- 117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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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재가 노인, 만성질환, 자가 측정, 신체·정서적 건강
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노인 부양서비스, 삶의 질 향상,
수요자 중심,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요약문
가족 내 노인 돌봄 기능의 약화와 정부의 노인 복지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양인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노인계층은
건강의 악화와 우울감의 증가 등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 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도출 후,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했다.
노인 부양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수요를 도출하기
위하여 재가 노인 6명과 비동거 부양자 2명을 대상
으로 심층 인터뷰와 섀도잉, 친화도 지도 등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다.
재가 노인 생활 관련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으로 크게 2개의 상위범주로
나뉜다. 신체적 건강관리에는 건강상태의 즉각적인
확인 어려움, 건강·의료 관련 정보의 부족, 꾸준한 복약
관리의 어려움, 식단관리의 어려움, 신체 기능의
저하가 포함되고, 정서적 건강관리에는 사회적 고립
으로 인한 우울감 증가,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포함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노인의 건강·안전 상태 알기 힘듦, 응급상황에 대한
걱정,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출된 문제를 토대로 노인 부양 활동에 관한
요구(Needs)를 통찰하여, ‘재가노인과 가족, 의료
서비스, 24시간 응급 안전망 연결’이라는 서비스
콘셉트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연동 시스템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 제안을 통해, 만성질환 재가 노인의
자가 건강 관리를 돕고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통해
재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1. 서 론
국내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 중
50%는 3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노년기의
만성질환은 합병증을 일으켜 중증질환으로 이어
지거나 합병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운동, 식단
조절과 같은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족 내 노인 돌봄 기능의 약화와
정부의 노인 복지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양
인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노인계층은 시기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건강의
악화와 우울감의 증가 등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갖게 되었다.
노인계층이 가진 문제점과 수요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인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다.
도출된 문제를 토대로 노인의 요구를 통찰하여, 노인
부양 활동의 보완재로써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수요자 요구 중심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재가 노인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정의하고 자가 건강관리 경험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콘셉트 및 디자인 전략 제안 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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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연구의 전개 과정으로 먼저 학위논문, 문헌 등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데스크 리서치를 수행 후, 국내
노인의 현황과 스마트 헬스케어의 동향을 정리하여
넣고 두 개념 간의 연결 가능성을 살펴봤다.

시각

노안으로 가까운 물체는 잘 못 보고, 먼 곳의
물체는 잘 보게 됨

청력

노인성 난청으로 청력 손실. 청각 감퇴는
시각감퇴와 비슷한 시기에 수반하게 되며
노화가 진행되며. 청각감퇴가 시각의
감퇴보다
먼저 진행됨

미각,
후각

후각 능력은 연령에 따라 감소함(미각의
능력도 후각의 능력에 비례해 저하됨)

촉각

촉감이 둔해지게 되며,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어 감각적 문제를 동반함

신체
운동능력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워 가사일,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됨,
문턱에 걸려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함

인지능력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 기능의
저하 등 이러한 신체변화는 인지, 방어, 회복,
예비 능력과 기능의 저하를 초래함

2.1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이해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경험을 조사 및
분석하는 과정과 서비스 콘셉트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사고의 확산과
수렴의 반복을 통한 발상을 하며 서비스 콘셉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로 정형화된 것은 없으며,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의 숫자만큼이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유동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2) 노인성 만성 질환의 증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2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으며,
5명 중 1명은 당뇨 환자로 집계되며 노인
만성질환자는 월평균 약 25만 원을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앓고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중, 고혈압 유병률이 56.7%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33.4%),
당뇨병(22.6%), 요통 및 좌골 신경통(21.1%),
고지혈증(19.6%) 등 순이었다.

그림 1 더블 다이아몬드 프레임 (출처 : 한국디자인 진흥원,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2017 중 수정)

실제 서비스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서비스디자인 진행 순서는 발견,
정의, 개발, 전달의 순서로 이뤄지며, 사용되는
방법론은 프로젝트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간의 접촉점에 따라 달라진다.

2.2.2 노령화에 따른 심리·정서적 변화
이와 함께 전체 노인의 33.1%는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우울증상률의 경우, 65∼69세
연령군 23.9%, 70∼74세 31.5%, 75∼79세 38.5%,
80∼84세 41.9%, 85세 이상 49.0%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상률이 증가해 85세 이상 연령군 우울
증상률은 65∼69세 연령군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노인에 관한 이해
2.2.1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화가 되어 신체적으로
감각 능력의 감퇴, 노인성 만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신체 변화 현상이 일어난다.

2.3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한 이해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는 ICT를 헬스
케어에 접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던
표준화된 치료법에서 개인 맞춤형 의료로, 기존
현장진단 치료(Cure) 중심에서 사전관리와 사후관리
중심의 예방 관리(Care)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며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1) 감각 능력의 감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화가 되어 신체적으로
감각 능력의 감퇴, 노인성 만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신체 변화 현상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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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섀도잉을 통한 재가 노인의 행동 양식 관찰

즉,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개인화(Personalized), 예측
(Predictive), 예방(Preventive), 참여 (Participatory)
라고 하는 4P 주도형의 서비스로 진화 하며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 되고 있다.

행동 양식

설명
•일회성 측정의 한계를
느껴, 매일 자가 측정을
함.
정기 검진 시 측정하는
혈압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매일
자가 측정 해, 주치의에게
제출.
•측정한 수치를 수기로
기록함.
1일 3회, 혈압수치를
자가 측정 후 수기로
기록함.

그림 2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정성희, 고령자,만성질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기본적으로 1일 평균
3개 이상의 약을 먹기
때문에 복용시기, 방법,
복약여부가 혼동됨.

3. 연구방법 및 요구 분석과 개선안 제안
본 연구의 대상은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 중 노인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 노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하지만,
자녀와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노인 가구(노인 부부나
독거노인 해당)로 한정 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음날 먹어야
하는 약을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취침함.
•복약 여부가 기억이 안
나서 일주일 치 분량의
약이 들어가는 분할된
캡슐 통에 약을 넣어서
들고 다님.

3.1 만성질환 재가 노인에 관한 문제 인식
노인 부양 활동과 관련된 요구를 발견하기 위해, 재가
노인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섀도잉을
현장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치과, 비뇨기과 등
검진 날짜와 예약 시간,
기억해야 할 일정을
달력에 색깔별로 구분해
적어 놓음.

1) 심층 인터뷰(Contextual Interview)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 6명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 노인을 부모를 둔 비동거
부양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다
인터뷰 진행은 기본정보, 일상생활, 신체 건강, 정서
건강, 디지털 기기 총 5개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각 질문에 대한 재가 노인의 경험과 감정을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재가 노인의 생활

3.2 문제 정의 및 목표 수립
현장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를 만나고 관찰 하면서
요구를 발견하는 단계를 거쳐, 앞서 발견한 요구
사항들이 수요자의 진짜 문제인지 점검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문제 정의하기 단계이다.
1) 친화도 지도(Affinity Diagram)
친화도 지도는 이전의 조사 단계(데스크 리서치, 심층
인터뷰 등)에서 얻은 사전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핵심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고, 이를 분류 및 그룹화

양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및 우려 사항을
들으며 재가 노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2) 섀도잉(Shadowing)
연구 대상자도 기존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재가 노인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느 접점에서 불편사항을
겪는지를 보며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하며 상위 개념으로 범위를 좁혀보는 방법이다. 생각을
구조화하고 상위 개념을 끌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집한 자료를 그룹화하여 분류 및 분석한 결과, ‘복약
관리, 건강 확인 및 관리, 운동, 우려 사항, 불편 사항,
감정 및 타인과의 교류’로 총 6개의 상위 개념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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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친화도 지도를 통한 재가 노인의 생활양식 분류

2) 퍼소나(Persona)
퍼소나는 잠재적 고객을 특정인으로 의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릿속으로 상상해야만 하는 피상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구체적 실체가 있는 대상으로 설정해
사용자에 대한 생생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집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은
분류표를 이용해 재가 노인 계층을 세분화하였다.
X축은 정서적 안정도, Y축은 신체적 건강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와 친화도
지도 작성을 통해 수집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퍼소나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이 허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노인 계층인 C 유형을 주요 타깃으로,
전문적인 신체적 건강 돌봄이 필요한 B 유형을 서브
타깃 계층으로 잡아 연구를 진행했다.

그림 5 퍼소나 유형 1 : 정서적 건강관리 지원 중심 퍼소나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가 노인 생활 관련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총 7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문제점들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으로
크게 2개의 상위범주로 나뉜다.
신체적 건강관리에는 건강상태의 즉각적인 확인
어려움, 건강·의료 관련 정보의 부족, 꾸준한 복약
관리의 어려움, 식단관리의 어려움, 신체 기능의
저하가 포함되고, 정서적 건강관리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증가,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포함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노인의
건강·안전 상태 알기 힘듦, 응급상황에 대한 걱정,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3.2.1

요구(Needs) 분석 정리

표 3 도출된 문제점을 통한 노인의 요구(Needs) 통찰

그림 4 정서, 신체적 건강도 정도에 따른 노인 계층 세분화

노인의 요구(Needs) 도출

3)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
고객 여정 지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퍼소나의
경험과 감정을 시각화함으로써 감정 변화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생활양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간 나의 건강 상태 확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시로 건강 상태 확인하고
싶다.
•건강상태 부정적 변화 시 즉각적인 알림 제공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건강 상태 변화를 즉각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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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강 상태
센서(Sensor)가 내장된 스마트 밴드를 통해 측정된
생체 정보 기록과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여 재가 노인의 효율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맞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주간 건강 리포트, 경고 알림,
24시간 응급 안전망 연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피드백을 받고 싶다.
•맞춤형 건강, 의료 정보 제공
나에게 필요한 건강, 의료 정보를 알고 싶다.
•복약 관리
제시간에 복약 여부, 방법에 대한 혼란 없이 약 복용을
하고 싶다.

2) 전문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성 향상
주치의와의 온라인 연결, 병원 검진 내용 및 처방전
데이터 연동 등 병원 서비스와의 연계
를 통해 노인과 가족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몸 상태, 질병, 복용하는 약 고려한 식단관리
몸 상태에 따른 식단을 관리를 받고 싶다.
•노화된 감각기관 기능의 보완
•소통 증진을 통한 노인의 고립감 해소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과 연락하며 살고 싶다.
•응급상황 인지 및 신속한 대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지 후 신속히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3) 가족들 간의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로의 매개체
노인이 3회 이상 약을 미 복용 시, 복약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노인에 대한 가족의 관심을 유도 및 정서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 4 도출된 문제점을 통한 비동부양자의 요구(Needs) 통찰
비동거 부양자의 요구(Needs) 발견
•응급상황 대비, 노인의 실시간 건강, 안전, 위치 확인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건강, 안전, 위치를확인하고 싶다.

4.2 디자인 전략 및 와이어프레임 제작
노안의 비율이 높은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화면 디자인에 적용될 폰트의
크기는 애플리케이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폰트의
평균 크기보다 큰 폰트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시각적인 결과물과 더불어 청각적인
인터랙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계층의 인지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노년층은 앞서
언급한 시력과 청력의 노화가 함께 진행될 확률이
있으므로, 시각과 청각 요소 이외에도 진동 인터랙션을
이용해 노인의 신속한 정보 인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에 따듯한‘감성적 디자인’ 요소
도입을 통해 재가 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감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서비스 콘셉트 도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진행한 조사 및 분석의
결과로, ‘재가노인과 가족, 의료 서비스, 24시간 응급
안전망 연결’이라는 서비스 콘셉트를 제시한다.
고립된 재가 노인과 가족, 의료 서비스, 24시간
응급안전망과의 연계를 통해 재가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와 심리·정서적 건강관리를 도와 우울감·
불안감 및 고립감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서비스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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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디자인 제안을 통해, 만성질환 재가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증진과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재가 노인 및
부양자와의 섀도잉,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한
요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통한 노인 부양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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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행되어 사례로서 성공과 실패의 예를 찾아

요약문
한국의 시니어 인구증가는 시니어 마켓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다양한 시니어 제품 및 서비스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켓의 크기에
비해서 기대만큼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시니어 시장의 특징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악할 수 있다.
2006 년 버튼을 크고 투박하게 디자인한 시니어 전용
전화기가

일본의

휴대전화매장에

전면적으로

디스플레이 되었으나 1 년도 되지않아 조용히 사라졌다.
시니어 제품에 대한 시니어=약자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니어는 신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몸이 불편하다는 제한적 사고에서의 제안되는 제품은
항상 단순함과 명료함에 초점을 두어 한계를 가지게
된다. 고령자의 스펙트럼을 무시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안된 디자인이었다. 또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역시 도와주어야 할 대상 즉 수동적

주제어

이미지로 기본값을 설정하고 기획을 하는 것은 매우

시니어 마켓,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위험하다. 일본에서는 한때 유료노인시설(老人 ホ ー
ム)은 절대 망하지않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1. 서 론

분별없이

1.1 시니어 제품의 넓은 스펙트럼

지어졌지만

시설환경이외에

입주자의

미국 통계청이 2016 년 발표한 세계인구레포트에서

개별활동이 빈약한 시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능력에 대해

한국은 전세계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2050 년에는 35.9%까지 상승할 것으로

고령자는 보호해야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 통계청의 2006 년 가구 연령별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60 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비력을 가진
시니어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업계에서 시니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무한한 시장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시니어
제품의 성공을 찾기는 어렵고 시장의 규모에 비해
마켓형성이 잘 되어 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디자이너가 만든 시니어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원인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배려하되 고령기에 나타나는 변화와 니즈에 대해
중요하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및 제품에 관하여
생존과 관련있는 긴급성을 지닌 것과 그 외의 것으로
크게 분류하여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생존과 관련된 시니어 서비스나 제품은 디자인이나
서비스에서의 즐거움이나 편의성을 동반한 가치보다
기능을 위주로 사용하기 직관적인가, 사용법은 단순한가,
인터렉션이 즉각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사용편의성이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다양한 시니어층을 세분화 하고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안되는
디자인은 신체적 불편함에 초점을 둔 단순하며 기능성을

그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시설에서의

보아야한다.

시니어 마켓은 변수가 많으며 사용자의

일본의 2019 년 9 월기준 65 세이상의 시니어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고령자

제품 및 간호용품, 독거노인에게 보급되는 SOS 장치,
보행보조용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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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그 외는 생존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시니어를
배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기본

갈증을 느낄지도 모른다.

SNS 이용 증가는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폰트값이 일반인용 보다 크게 설정된 스마트폰이나

2.3 Develop

컴퓨터, 시니어를 전용으로 하는 잡지, 의료서비스 등을

서비스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로 시니어를
위한 제품의 개발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기본으로

예로 들 수 있다.

2. 시니어 대상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노약자나 어린이 등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안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니어유튜버의 증가와

서비스

기본으로 제작되며 반드시 심미성까지 제공되어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의사항은 유니버셜에
치중하여

서비스에서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학회에서 정의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각 단계에서

단순화하거나 기능에 치중하지않는 것이다.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비스를

제안할

때에는

디자인컨셉이나

러프한

프로토타입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데 시니어를 수동적

Discover → Define → Develop → Deliver

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의 대상으로 역할을 변화하는 등의
생각의 전환도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와 보육원이
2.1 Discover

한 건물에 위치하는 공생형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Discover 단계에서는 산출물에 대한 이해와 발견을 하여
타켓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의를 내린다. 이때 산출물의
경쟁우위 및 차별화 요인을 정하고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같은 간략한 리서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큰 줄기를

시니어의 경험을 극대화하여 아이를 공동육아하고
아이는 핵가족 시대에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두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윈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성공적인 서비스 사례로 기록되었다.

정하여 인사이트를 내리게 된다. 시니어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연령과 신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니즈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타켓을
좁혀 나가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한다.
서론에서
60 대이상의 자산이 전체평균보다 높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시니어가 균일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총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일부 부유한 시니어의
영향력이 아주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시니어를 세분화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치바현 사쿠라현 유카리오카에 위치한 공생형 시설

2.2 Define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단계로 퍼소나를
만들거나
고객 니즈맵을
만들기도
한다.

2.4 Deliver

키워드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서비스로 세밀하게 제안되는

연령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라고
주장한다.
일본 ADK 마케팅회사에서 2017 년 실시한 시니어 종합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무라타(2014)는

시니어의

소비 행태의

설문에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에 관해 66%가 노트북
및 태블릿 PC 를 사용하며 60~64 세의 남성시니어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률이 4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시니어는 이미 디지털 디바이스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에게 사용편의성 또는 연령이 주는
인지적인 특성을 강조한 서비스는 이미 받아들여지지

간략한 사용자 테스트나 설문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사이토(2014)는 시니어 사용자테스트의 경우 정해진
환경에서의 단순한 설문에 솔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찰을 동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성적인 조사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본을
선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이 워크샵에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공유하거나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 반드시 시니어의 주체가

자신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와 제품에

되는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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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사례

4. 결론

일본의 2019 년 9 월기준 65 세이상의 시니어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작의 프로세스는 각 단계별 목적의 의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건강한 시니어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체에게 지원을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본의 사례를

하여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민간의 기업과 지자체가 보살피기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야마토운송은 2010 년부터 혼자사는
시니어의

생필품을

사서

배달하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지역협회에 보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라타(2014)와 사카모토(2016)에 따르면 시니어의
70%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체험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소비를
하고 있고 이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니어 유튜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고 있고 시니어의 콘텐츠 소비 확대현상 역시 유형의
제품에서 무형의 제품으로의 소비이동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시니어가
이러한 트랜드를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과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해가고자 한다.

그림 2 치바현 사쿠라현 유카리오카에 위치한 공생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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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모바일 뱅킹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모바일
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그쳐 사용자
편의성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Z 세대들은 간단한 화면과 단순한 기능의 사용자
편의 기능이 필수적이다. 마이크로인터랙션은
최소한의 효과로 최대한의 사용자 경험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트리거, 동작규칙, 피드백,
순환과 동작등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인터넷 뱅킹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포함하여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뱅킹 앱에서 현재 사용하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피드백 사례를 조사하였을 때 각
메뉴에 따라 spinner 나 제한된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에서는 다양한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을 사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뱅킹에 적용 가능한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은행의 업무가 모바일 뱅킹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고객들이 손쉽게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간단한 화면과
단순한 기능의 사용자 편의 기능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1] 따라서 최소한의 효과로 최대한의
사용자 경험을 유도하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은
사용자와 소통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시각적 특성과
정보를 더 명확히 전달해 주는 기능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져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2]
마이크로인터랙션은 디테일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단어로 서비스 및 제품을 이용할 때 작은 기능이지만
특징적인 효과를 내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행위를
유도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3] 2014 년
메이필더인터랙션
부사장
댄
새퍼가
‘마이크로인터랙션(Micro-interaction)’ 이란 말을
유행시킨 이후, 사용자가 제품/서비스 및 브랜드와
인터랙션 하는 과정을 세분화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작을 말한다.[4] 한편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Z 세대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스마트기기를 잘 다루며, 유튜버의 영향으로
동영상과 재미를 추구한다. 또한 감각적이라 상품을
구입시
가성비보다는
첫
인상을
중시한다.

주제어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모바일뱅킹, Z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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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사례를 조사하여
가능성을 연구한다.

기성세대가 텍스트, 밀레니얼 세대가 이미지의
영향이 크다면 Z 세대는 영상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5] 더구나 급속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센서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어 Z
세대가 선호하는 편리와 재미가 더할 수 있는 센서가
접목된 마이크로인터랙션에 대한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햅틱 센서만 살펴보아도 터치, 스크롤,
핀치, 줌, 탭, 클릭, 토글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고

이들

사례들의

접목

2. 본문
2.1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구조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피드백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ic Tak 의 사례를
조사하여 UI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를 통하여 구조화
하였다. 이들 SNS 들은 매우 다양하고 과감한
마이크로인터랙션을 보여준다. 특히 태어날 때 부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Z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app 의 필수조건은 (1) 접속속도가 빨라야하며 (2)
본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속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스를 함께하고자 하는 양면성 (3) 24 시간
wify 기능 (4) 개인화 정보 제공 (5) 창의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8]

있다. 또한 웨어러블이 보편화되면서 외부자극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 뱅킹은 개인금융과
직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 조작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처리한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되어야 한다.[6]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종류 또한 예금조회, 이체, 예금, 펀드, 대출등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고
혁신적인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이크로 인터랙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Z 세대를 고려한 모바일 뱅킹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개념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적용하고있는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의 예를 보면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림
1.
인스타그램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사례

현재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고객들에게 편의성과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적용되고 있다. 댄세퍼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을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의 구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사용하고있는

표 1. 마이크로인터랙션의 구조, 댄 세퍼
구조

내용

트리거

마이크로인터랙션을 시작하는 장치

동작규칙

인터랙션이 어떻게 동작할지 결정하는
규칙

피드백

동작상황을 표시하는 피드백

순환과

마이크로인터랙션 구조의 상위 개념

모드

위 네가지 구조를 가지고있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은
각각 별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나의 적절하고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UX 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의 구조 중
가장 중요한 피드백에 대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ic Toc 등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국내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고있는 마이크로 인터랙션

왼쪽 1 번의 프로필을 고객이 누르면 오른쪽의
스토리가 열리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동영상 마이크로인터랙션으로 고객의 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이다. 위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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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 중국의 동영상 SNS 인 Tic Tok 의
사례를 보면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관련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프로필이
창으로 뜨게 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관련
이미지를 클릭시 새로운 정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마이크로인터랙션 5 가지를 선정하여 어떠한 피드백
구조에 속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또 다른 유형의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은 좋아요 버튼을 클릭 시
하트에 빨강색의 색깔이 입히게 된다. 좋아요 갯 수
또한 증가한다. 또한 해당 계좌의 스토리 동영상이
있을 경우 계좌 이름 옆에 예시와 같이 빨강색 원이
그려진다.

된다.
표 2 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Tic Tok 에서 각각
7 개의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의
구조를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공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이다. 현재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피드백은 Dan Saffer 에 의하면
크게 Visual, Animation, Message, Audio,
Haptic 등으로 나눌수 있다고 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Dan Saffer 의 5 가지 구조에

그림 2. 페이스북에 적용한 마이크로인터랙션 사례

추가적인 기능에 대하여 구분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은 때론 Visual 과 Animation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선택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한 15 가지의 경우에 10 개이상이
animation 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표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Tic Tok 에서의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구조분석 인터뷰

폐이스북에서의 또 다른 사례는 동영상 스토리를
감상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6 가지
이모티콘의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한 공감의 형태에
맞게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에게 표현을 해준다. 또한
글이나 사진에 대한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조그만 모션을 취한다. 다른
유저와의 개인 메시지에서는 좋아요 엄지를 든
이모티콘을 쓸 수 있다. 이 이모티콘을 누르고 있으면
엄지가 떨리면서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바일에서
진동센서를
이용한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이다.
그림 3. Tic Tok 에 적용한 마이크로인터랙션 사례

A

B

C

D

I1

x

x

Visual

Visual

I2

Visual

Animation

Visual

Animation

I3

Visual

Animation

Visual

Animation

I4

Animation

x

Visual

x

I5

Animation

Animation

Visual

Animation

F1

Animation

Animation

Visual

Animation

F2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F3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F4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F5

Haptics(진동)Animation

Visual

Animation

T1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T2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T3 Animation

Animation

Visual

Animation

T4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x

T5 Visual

Visual

Visual

Visual

주) I: Instagram, F: Facebook T: Tic Tok, A~D: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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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에도 별도의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없다. 다만
간편이체나
상품가입시
스피너가
사용된다.

2-2. 국내 모바일 뱅킹 앱에서의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사례연구

국민은행은 앱 실행시 노랑색 스피너 로딩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각 기능을
수행시 노랑색의 로딩 스피너를 적용 한다. 그림 4 은
국내 신한은행과 인터넷뱅크 전문 카카오뱅크의
로딩과 상품가입시 동물 캐릭터가 움직이며
나타나도록 한 사례이다.

표 3 은 국내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의 앱에서
주요 은행 거래를 실행 시 적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인터랙션의 피드백의 예를 비교한 것이다.
모바일 뱅킹에서는 은행의 고유 업무와 보안관계로
일정한 패턴 순서로 명령이 실행된다. 따라서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실행하고 계좌조회 및 이체 등의
은행수신업무와 보험, 펀드등의 상품가입 메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4.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사례 캡션

모바일앱중

표 3. 모바일 뱅킹 앱에서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
사례
앱실행

로그인

계좌조회/
거래내역

상품가입

신한은
행

animat
ion

animation

animation

animation

국민은
행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하나은

visual

없음

없음

없음

우리은
행

visual

없음

없음

없음

카카오
뱅크

animat
ion

visual

없음

animation

토스

없음

animation

행

3. 결론
없음

없음

국내 모바일 뱅킹 앱에서는 최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마이크로인터랙션 기능이 spinner 등이나
제한적 애니메이션등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은행업무의 보안성과 단순성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되는 다이나믹하고 활발한
마이크로인터랙션 기능을 적용하기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환경에 익숙한 Z 세대를

전체적으로 기존 은행들에게는 마이크로인터렉션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단지 각 단계로 진행시 로딩
spinner 가 실행되고 있다. 시중은행 앱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SOL 이란 이름으로 전문 앱을 만들어
앱실행단계부터
동물
캐릭터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인터랙션 피드백을 실행하고있다. 또한
노랑색 동그라미들과 SOL 로고를 형성화 하며,
파랑색 스피너도 돌면서 함께 로그인 전 페이지를
보여준다. 계좌이체나, 거래내역조회, 간편이체등의
명령을 실행시 스피너가 사용된다. 특히 상품가입시
스피나와
로딩에니메이션이
함께
실행된다.
카카오뱅크도 각 단계에서 스피너와 에니메이션이
실행되며 상품가입시 특이하게 여러색깔의 폭죽이
터지는 다소 과감한 에니메이션이 적용되었다.
토스는 앱 실행시 별도의 마이크로인터랙션이 없이
바로 메인페이지로 이동을 하며 다른 기능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뱅킹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스와이프, 이모티콘, shaking mode, content scroll
bar, floating label, 다양한 동영상등과 다양한
색깔등의 마이크로인터랙션 기능들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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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2].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가벼운 정도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걱정, 무력감, 짜증,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복을 체감하는 정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1].
외로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사물 인터넷(IoT), 애플리케이션 등 ICT
기반의 인간의 상호관계 연결 및 회복을 지원하는
외로움 케어 산업(Loneliness Care Industry)이
증가하고 있다[3]. 특히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2030세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쌓아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4]. 하지만 중독과 자기 과시,
수동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순한 SNS의 사용은
외로움 해소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5,6].
이렇듯 외로움이 여러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 및 치료적 접근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지털 치료적
접근(digital therapeutics)을 통해 일상에서 개인의
심리를 치유하고 사회적 지지를 도와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약문
1 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조기사망률까지 이어지는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해소를 위한 기존의
SNS 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애플리케이션이 제시하는 질문에
음성으로 답하며 객관적 자기 이해를 돕고, 둘째,
음성 답변을 공유하고, 발화 분석을 통해 나와 가장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상대를 찾아 사회적 연결감을
증진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성 기반 디지털 치료(digital
therapeutics) 인터렉션과 경험 요인은, 향후
2030 세대의 외로움 해소와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외로움(Loneliness),
자기인식(self-awareness),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edness),
디지털
치료(digital therapeutics)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최근 한 달 간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으며[1], 특히 2030 세대는
비자발적 이유 즉, 학교나 직장 때문에 1 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60.9%) ‘외로움 등 심리적

2.1 외로움
외로움은 사회적, 개인적 관계 결핍에 의한 슬픔,
갈망, 공허의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된다[7]. 사회적
교류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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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16]과 결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긍정적
자기인식, 나아가 개인의 우울감 해소를 도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률이 50% 더 높을 정도로 외로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8]. 자살이나 고독사를
일으키는 외로움은 현대인에게 있어 전염병처럼
번지는 병이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타인과의 사회적 소통을
하기 위하여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4]. 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나르시시즘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로움[9]은 단순히 SNS의

2.4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관련
목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포괄적 개념인 디지털
헬스 케어(Digital health)에서 한단계 더 발전하여,
의학적인 장애 및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직접적인 치료
개입(Therapeutic interventions)을 제공하는 기술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디지털
시스템(예: 스마트폰 앱)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규제 기관(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이용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가벼운 접근이 아닌, 외로움을
하나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기 인지와 사회적 연결감 증진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승인하고 규정된 치료법 중재로 사용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17].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깊은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인화된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축적된 데이터에 기초한
치료의 개인화를 중점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17]적
접근을 바탕으로, 외로움 해소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은 나와
가까운 관계 뿐만 아니라 먼 관계로부터 느끼는
가까움의 감정이다[10]. 사회적 연결감의 부재는
외로움으로 직결될 수 있다. 현실에서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상호교류의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교류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11].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개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면, 소속감이 증가하고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다[12].

3. 외로움 해결을 위한 소셜 애플리케이션 제안
3.1 사용 시나리오
2030 세대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음성 기반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1)사용자는 서비스가
묻는 다양한 질문에 음성으로 답하고 자신의 감정을
라벨링 함으로서 자각-탐색-이해 및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2)동일 질문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답변, 특히 나와 가장 비슷한 답변을 한 사람과의

2.3 긍정적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인식하는 것[13]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건강한 자기
인식은 내면적 자기들을 통합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조절하고, 숙달감을 갖게 하여
자신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이끌게 한다[14].
개인 내적 측면에서 자기인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긍정심리치료적 접근인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도입할 수 있다[15]. 이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일기처럼 글로 쓰면서 긍정적 자기 이해와 자존감
증진, 삶의 의미 발견과 추구를 통한 행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적 요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일의 태스크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잇는 성찰적 글쓰기를 사용자의 긍정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 컴퓨팅(Positive

연결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3.2 목소리 답변 녹음을 통한 자기 인식
보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을 이끌고 올바른 자기인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질문
셋을
준비하였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고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정보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하였다. 서버는
Node.js로 구성하여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하였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하게 되면 매일 업데이트 되는 3개의 질문을
제공받게 되고, 이 질문들에 약 30초의 음성녹음으로
답변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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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음성 답변을 통한 자기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답변을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 애플리케이션 질문 리스트 및 녹음 화면 예시

그림 3 애플리케이션 음성 공유 화면 예시

이후, 각 질문에 대한 자기 인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

또한, 각 답변의 자연어 처리와 분석을 통하여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연결시켜 주고자 하였다.
녹음된 음성은 Google Speech-To-Text API를
사용하여 문자로 변환된다. 변환된 문자는 LD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작한 토픽 추출 모델과,
BER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만든 감성 분석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의 발화에서 주제어와 해당
주제어에 대한 감성 값을 긍정, 중립, 부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값을 계산한다. 이후에 축적된
음성답변들 가운데 나와 같은 토픽에 대해 비슷한
감성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을 추천해줌으로써 불특정
다수와의 얕은 관계가 아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라벨링 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2030세대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어진 질문에 음성 답변을 남기며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답변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연결감을
높일 수 있는 음성 기반 디지털 치료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외로움은 현대인의 전염병이라 할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SNS를 통한 해결책은 그
사용에 따라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어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성 기반

그림 2 애플리케이션 감정 라벨링 화면 예시

자기 과시적 노출 성향이 강한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 SNS와는 달리, 질문에 집중하고, 음성
답변이 쌓여갈 수록 자신의 감정, 상황적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떠올리며 답변을 하는 동안 재구성한 경험이 자신과
타인, 외부 세상과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내적 능력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3 의견 공유를 통한 사회적 연결감 형성

인터렉션은, 향후 2030세대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과시적 콘텐츠 생성이 아닌, 건강한 자기 인식과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연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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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제 질문을
제시하고 음성 답변을 통해 실재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발화 분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와의
연결이 아닌, 나와 유사한 주제와 감성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서 보다 퀄리티 높은 사회적 지지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애플리케이션 경험 기회 요소 제안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기 실험을 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향후 외로움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군을

8. Holt-Lunstad, Julianne, et al.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9. Cacioppo, J. T., & Patrick, W. (2009).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NY: W. W. Norton &
Company.
10. Lee, G., Lee, J. and Kwon, S. (2011). Use of
social-networking sit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study in South Korea.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151-155.

모집하여 외로움 해소에 대한 환자 경험 개선과
임상적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Deters, F. G., & Mehl, M. R. (2013). Does
posting Facebook status updates increase
or decrease loneliness? An online social
networking
experimen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5), 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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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약문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증진한

있다.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 · 자동화를 통해

키오스크를 제안함에 있다. 배경: 과도한 화면 전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들, 필수적인 기능의 결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무인 정보

등을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kiosk)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한 음식점, 교통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용성을 증진한 키오스크를
구현하고자 한다. 방법: 사용성 증진 연구를 위해 크게

시설, 영화관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이 되었다.

키오스크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용성을

프로토타입, 실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기존의
키오스크와 개선한 키오스크를 비교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해
사용성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얻기

단말기를

의미하는

대화형

키오스크(interactive

키오스크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키오스크의
시장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한

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06 년 무인화 바람이 불기
전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약 600 억 원 규모이던 것에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실험 이후 시행된
설문을 통해 양적 자료(Quantitative data)와 질적

비해 2018 년은 약 3 천 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약

자료(Qualitative data)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본

비대면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실험과 설문에서 대부분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왔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기존 키오스크에 익숙해져

서비스의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적용:
실험의 순서를 ‘개선된 키오스크 – 기존 키오스크’
순으로 바꾸어 진행한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의

5 배로 연평균 13.9%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2018
이용이

많아진

매장/유통

채널로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6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화관’(33.1%), ‘푸드코트’(29.4%), 등이
있었다.

키오스크가 불편했음을 알려주고 기존 키오스크의

키오스크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편의성 인식 측면에서 새로운 결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오스크가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주제어

없으면 사용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고 인터페이스가

키오스크, 프로토타입, UX, UI, HCI, 인간중심디자인,
사용자 경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디자인, 상호작용
융복합 기술

제기되고 있다. 키오스크의 시스템은 이전 사용 경험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다른 물건까지 사게 유도하는
광고들이 주문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들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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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8.9%인 것으로

프로토타입을 어도비 XD(Adobe XD)를 이용하여

나타났다.

구현하였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방식은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대면 방식보다 편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있어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방식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뿐이다. 또한,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방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 이상으로 여겨지던 식사의 의미가 획일화된
서비스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며,

외식업체는

대면서비스를

통해

단골고객을 늘려왔다는 점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최희윤, 2019). 한편, 음성인식 기술은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함한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로

[그림 1] Adobe XD 로 구현한 기존 키오스크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음성인식기술을
키오스크 환경에 구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

2

위

햄버거

업체이자

세계

5

위

퀵서비스레스토랑(Quick Service Restaurant, QSR,
종합외식업체)인

B

사의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를 주제로 하였다. 과도한
화면 전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들, 필수적인
기능의 결여를 B 사의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절차 및
인터페이스 상의 문제점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페이지

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 음성인식
기술에

기반하여

프로토타입

만든

형식으로

사용자
제안하고,

중심

[그림 2] Adobe XD 로 구현한 개선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사용성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2 실험

.

본 연구는 대학생 6 명(남 3 명, 여 3 명)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사용하여 사전에 구현한 두
가지의 프로토타입으로 키오스크 사용성 개선에 대한
실험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방법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기존 키오스크와 유사하게

2.1 프로토타입
B 사의 키오스크를 예시로, 키오스크 UI 개선 방안에
대한 실험 및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키오스크의
주문 방식과 유사하게 디자인한 프로토타입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디자인한

구현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두
가지의 Task 를 제시하였다. 첫번째 실험 후 이에
해당하는 1 번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개선된
키오스크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동일한 두 가지의
Task 를 수행하는 실험 진행 후 이에 해당하는 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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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실험을 종료하였다. 키오스크는

52.1%의 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sk2 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여 쉽고 간편해야 하되, 필수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평균 43 초의 시간이
소요된 반면 개선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평균

기능은 다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고려하여 주문까지의

33 초의 시간이 소요되어 23.1%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고,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Task1 에서 개선된 키오스크는 음성인식을 이용한
주문이었기에 기존보다 절반 이상의 소요시간이
감소했다. Task2 에서는 음성인식 대신에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약 23%의
감소율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2 개선 만족도
그림 3 실험참가자들의 사용 모습

3. 결과
실험

이후

조사한

자료(Quantitative

설문을

data)와

질적

통해

양적

자료(Qualitative

data)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유의미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키오스크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기존, 개선)

각 키오스크 별로 Task 수행 후 사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Task1

1

2

3

4

5

6

평균값

기존

68

51

34

63

40

28

47.3

개선

18

19

21

19

35

24

22.6

1

2

3

4

5

6

평균값

기존

48

55

33

62

36

25

43.1

개선

31

41

26

37

36

28

33.1

task

에

따른

참가자들의

결과,

과반수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표 1. Task 에 따른 키오스크 사용시간의 감소율

실험

그

실험대상자들은 기존 키오스크에 대해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개선된 키오스크에 대해

3.1 소요시간 변화

Task2

시행하였다.

소요

감소율

키오스크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52.1%
3.3 페이지 수에 대한 의견

23.1%

시간을

측정하였다. Task1 의 경우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평균 47 초를 소요한 반면 개선된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같은 주문을 하는 데 22 초가 소요되어

[그림 5] 키오스크 페이지 수에 대한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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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은 새롭게 개선된 프로토타입을 낯설어 한다는
버거 단품을 시키는 단순 작업인 task1 에 대해서
사용자는 기존에는 13 페이지를 거쳐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던거에 비해 개선된 키오스크에서는 6 페이지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페이지의 수와 가깝다. 키오스크의 적정
페이지수에 대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3-5 페이지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키오스크로
제품을 주문할 때, 현재보다 더욱 간단한 주문 과정에
대한 수요를 알 수 있었다.

점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개선된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에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없던
재료를 추가하고 빼는 기능이 사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각 재료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은 있지만
정확한 재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시켰을 경우, 제품 사이즈를 결정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장바구니’의 기능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다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매끄러운 이용을 위해 햄버거의 사이즈를 선택하고
재료를 추가하거나 빼는 과정에 간략한 설명을

3.4 음성인식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

추가하였다. 기존의 STEP 1, 2 에 제목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알아보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각
재료의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림 및 사진 우측에
이름을 명시하였다. 세 번째, 화면 상단에 위치한 광고
배너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장바구니를 추가해 이전
프로토타입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이
[그림 6] 음성인식 키오스크 선호도에 대한 설문결과

장바구니에 담겨있을 경우 카트 안에 있는 제품을

6 명 중 5 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개선된 키오스크에
포함된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클릭해 개별적으로 버거 사이즈를 선택하고 재료 추가
및 빼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3.5 실험 및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실험 및 설문에 대한 결과를 통해 사용자들은 대부분
기존 키오스크에서 과도하게 많은 페이지수에 대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 수는 35 페이지로, 보다 간소화된 구매과정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선된 키오스크에 포함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 3-5 페이지 안에 구매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인한 페이지수의
단축과 사용이 편리해짐으로 사용자들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림 7] 첫번째 프로토타입과 사용성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한 프로토타입

3.6 음성인식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
기존 키오스크와 개선된 키오스크 프로토타입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프로토타입의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기존 키오스크에 익숙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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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키오스크 사용성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기존에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인터페이스에서 음성인식이라는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과
설문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키오스크의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새로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페이지 수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구매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얻었다. 기존 키오스크에서 과도하게 많던
페이지를 줄이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지만 부재했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키오스크를

참고 문헌
1. 김연지,

구현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또한, 설문결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키오스크의
적정 페이지수, 사용 시간, 제안한 키오스크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된

키오스크의

이소정,

이민구(2019).

목적과

일치하다는

키오스크

이수민,

고령층을

인터페이스

한수경,
위한

디자인.

한정민,

패스트푸드점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31-2033
2. 박은영

(2018).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사실을 사용자실험을 통해 발견하였다. 하지만 실험
이전에 기존 키오스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의 GUI 디자인에 관한 연구,

많을 것이라 세웠던 가정과는 달리 불편함의 정도가

3. 통계의 창 2018 겨울호 – 통계교육원, “이젠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

크게 높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가 기존 키오스크에
익숙해져 있고 현재보다 더 편리한 키오스크를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6), 1043-1050

http://sti.kostat.go.kr/window/2018b/main/2018_wint
er_19.html#end

불편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과정을 실험
참가자의 사용성에 대한 극적인 반응을 위해서 기존

4. 나세연,
미디어
편리하신가요?”,

실험의 과정을 ‘개선된 키오스크 – 기존 키오스크’
순으로 바꾸거나 불편함 정도를 묻는 질문의 순서를

eNo=24928392&memberNo=32927668&vType=VER
TICAL

5. 박현철, “편리한 키오스크의
소외계층”,
숭대시보,

역설: 디지털
2019.03.04,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
=6856

바꾸어 보는 등 사용자로 하여금 키오스크의 편리함에
대한 기준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품 측면에서도 새로운 결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키오스크
당신은
2019.09.1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

키오스크를 먼저 실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용자는 기존 키오스크에 익숙해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청,

6. 최희윤(2019), 키오스크 특성이 태도, 만족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업체 키오스크
이용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19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사용성 원칙을 적용한 대학 모바일 인트라넷 UI 가이드라인 제안
A Proposal for User Interface Guidelines of University Mobile Intranet with
Usability Principles
이지선
한동대학교

송다혜
한동대학교

강솔지
한동대학교

이원섭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Handong Global

Handong Global

Handong Global

University
21400595@handong.edu

University
21400392@handong.edu

University
21600006@handong.edu

University
w.lee@handong.edu

UI/UX 를 통해 서비스가 얼마나 사용하기 쉽고

요약문

편리한지를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의 등장은 개인 컴퓨팅 환경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PC 중심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웹사이트의 목적이

특정 대학 사용자 그룹을 위한 정보 시스템인 대학
인트라넷 서비스 또한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규모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모바일에 맞는 UI/UX 의 필요
또한 수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는 대학 인트라넷 인터페이스에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 인트라넷 서비스는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됨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데스크톱용이 먼저 디자인되고, 그대로 모바일

만족감을 주는 대학 모바일 인트라넷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을 파악하였다.

UI
이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실태로 모바일의 사용성은
외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사용성을 떨어뜨려

연구에서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을 교차하여

업무 진행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존 개발자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사용성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대학 인트라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

사용자

설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리서치 및

입장의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주제어

1.2 연구 목적

UX/UI,

대학

인트라넷,

사용자

중심,

본 연구는 대학 인트라넷 중 한동대학교의 사례를

모바일,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 원칙을 적용하여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재해석하여 모바일 웹

가이드라인

1. 서 론

사용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1.1 연구 배경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등장으로

1.3 연구 방법

개인 컴퓨팅 환경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본 연구는 대학 인트라넷의 주 사용자는 재학생으로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사용 형태의 변화에
반해 모바일 디바이스와 데스크탑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은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 설계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 메뉴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하는

데스크탑에서

학생들의 학년, 전공 등의 다양성과는 상관없이

최적화된 웹사이트는 디스플레이가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는 접근성이 저하되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구성 요소들의 존재
의미에 있어 납득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사용자에게 인지 부하를 증가시키며 몰입형의

논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데스크탑 환경과, 이동성이 동반되는 모바일 환경은
각 디바이스의 사용 맥락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채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UI
가이드라인 설계 방식들을 분석하고
이론들을 재해석함에 더불어 사용자

사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맞는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본적
리서치

방법으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는 임의의 사용자들을 선정하여 실질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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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추후 모바일 대학 인트라넷 UI 가이드라인
제시의 근거 받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프로토타입 설계 검증을
위하여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활용한다.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분석
방법은 피험자의 시선 추적과 오류 검증을 통해
사용자 편의적인 설계를 돕는다. 이러한 실험 분석
과정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교차하여

그림 1. 한동대학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3,4 번 문항
응답 결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 본 론

2.1.2 F.G.I (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원칙을 고려한 모바일 UI

대학 인트라넷 사용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 경험 및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총 6 단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룹 인터뷰시 인트라넷
사용 숙련도와 접근권한에 따라 사용성 결과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2.1 사용자 리서치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학년과 전공, 성별에

2.1.1 설문조사

따라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집하였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인터뷰의 분석 결과는 UI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얻고자 한동대학교에 재학중인 222 명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전, 인트라넷의 페이지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사의 주된 목적은 모바일 최적화 인트라넷 필요성
검증과 PC 와 모바일 디바이스별 인트라넷 접속
주사용 패턴 파악이었다. 설문 결과 약 83%의
학생들이 주 인트라넷 이용 매체로 PC 를 통해
접속한다고 답 하였으며 그 이유로 모바일 최적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유형/특성

페이지 예시

그리드 형

홈화면

게시판형

공지사항, 수업정보

신청형

신청 및 예약

45%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트라넷의 필요성이

표 1. FGI 분석 결과로 도출된 인트라넷 페이지 특성 유형

검증되었다. 또한 PC 와 모바일 디바이스별 인트라넷
접속 주사용 패턴 파악 결과 유의미한 데이터는 주

2.2 모바일 웹 적용 UI 가이드라인

사용 우선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2.2.1 가이드라인 요소

(그림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 모바일형
프로토타입 제작시 사용도 우선순위에 따라 공지사항,

정보구조 측면
정보위계

수업정보, 신청 및 예약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정보의 구조화

정보분류
정보배치
네비게이션 체제
레이블링 체제

표 2. 정보구조 측면 가이드라인 요소

시각측면
정보위계
시각설계

정보분류
정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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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게시판형 정보구조 측면 가이드라인

색상
시각유형

시각설계 측면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 상위메뉴와 하위메뉴에 시각적인
정보위계

차이를 두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정적
정보전달방식

이미지

- 경계선을 이용하여 게시글 간의

정보분류

동적이미지

구분이 확실하게 한다.

피드백
인터랙션

에러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응

-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시각적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사용자의

정보배치

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사용자의 위치 업데이트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한다.

표 3. 시각측면 가이드라인 요소

제목과
부가정보의
시각적
차이(색상, 크기, 굵기 등)를 주어

타이포그래피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얻는 것을

2.3 디자인 제안

용이하게 한다.
- 게시판 글마다 북마크 표시 기능을
넣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2.3.1 메인 홈
아이콘

정보구조 측면
정보위계

- 수정(+) 버튼을 추가하여 상단바에
대한 추가적 설정임을 명시한다.

- 로그인을 하기 전 메인 홈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공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 상단 메뉴의 현 위치를 알 수

인터랙션

- 사용자 경험에 의하여 대학 인트라넷에
정보배치

재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대한 가장 핵심적 접근 이유인 공지사항을

있도록 색상 강조와 가이드바가 있다.

표 7. 게시판형 시각설계 측면 가이드라인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2.3.3 그리드형

표 4. 메인 홈 정보구조 측면 가이드라인

정보구조 측면

시각설계 측면
색상
아이콘
이미지
인터랙션

- 계층 패턴의 구조를 사용하여 특성이
다른 각 정보 요소들의 위계를 구분하여

- 대학 메인 색상을 사용하여 친숙함을
제공한다.

정보위계

- 새로운 게시글은 채도가 높은 색상의

제공한다.
- 복잡한 계층구조를 피하기 위해
3depth 를 지양해야 한다.

아이콘으로 강조한다.
- 교내 대표 혹은 행사 이미지 등을

- 다른 정보의 열람이 필요할 경우

배치하여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

정보분류

- Single Page Application(SPA) 형태로

필터링 기능을 넣어, 정보에 대해 빠른
전환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디자인하여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빈번한 사용을 가지는 정보들은
정보배치

표 5. 메인 홈 시각설계 측면 가이드라인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기위해 접근시
2depth 이내에 배치하도록 한다.

2.3.2 게시판형

정보위계
정보분류

- 상위메뉴를 통해 하위메뉴가 예상될 수

표 8. 그리드형 정보구조 측면 가이드라인

있도록 메뉴를 정보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시각설계 측면

- 기존 게시글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할
-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정보위계

- 게시판의 중요도, 노출빈도에 따라 기본
정보배치

-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포함한다.

네비게이션

정보구조 측면

상위메뉴와

하위메뉴에

시각적인

차이를 두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순서를 설정한다.
- 웹에서 보이는 정보들을 모두 나타낼

정보분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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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 상단 메뉴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색상 강조와 가이드바가 있다.

표 9. 그리드형 시각설계 측면 가이드라인

2.3.4 신청 예약형
정보구조 측면
- 계층 패턴의 구조를 사용하여 특성이

그림 2.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프로토타입 이미지

다른 각 정보 요소들의 위계를 구분하여
정보위계

제공한다.
- 복잡한

3. 결론
계층구조를

피하기

위해

3.1 연구 의의

3depth 를 지양해야 한다.
정보분류

본 연구는 사용자 관점에서 대학 기관 모바일

다른 정보의 열람이 필요할 경우 빠른

인트라넷

전환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표 10. 신청 예약형 정보구조 측면 가이드라인

색, 정보분류

개발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용성을

시각설계 측면
레이블링체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이는 개발자가 서비스를
설계하고, 표준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준이
기대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실제 행위를 지원하는
레이블링을 설정한다.

3.2 향후 진행 방향성

- 선택 영역에 대해 비활성화 요소와

본 연구는 프로토타입 제작을 거쳐 사용자 테스트

활성화 요소의 색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이 가능한 요소를 한눈에 구분할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12 월 초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논문에 추가될 예정이다.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신청하는 행위 다음행위에 대해
피드백

사사의 글

인지할 수 있는 affordance 를 현재
진행단계에 따라 제공한다.

표 11. 신청 예약형 시각설계 측면 가이드라인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중심
대학 지원사업’ (2017-0-00130)의 지원을 받아

2.4 프로토타입 제작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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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가사의 인식과

서비스의 합리성을 추구하며,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채널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행태 및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였다. 달라지는 시대에

성향이 두드러지는 이들의 소비 행태를 조사한 문헌

따라 ‘의식주’의 흐름이 변화하였고 현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많지만, 다른 방면의 행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행태 중 가사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수평 관계, 시간의 효율성

집중하여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리고 개인 시간의 확보이다. 하지만 삶의 형태에서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밀레니얼 세대 부부에게 맞는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에 대한 제안점들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가사 분담을 통한

도출하고자 한다.

가족과의 시간, 똑똑하고 효과적인 가사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여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서비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 인터뷰(In
Depth Interview)를 주로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카테고라이징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을 통해 재정리하고 니즈를 도출하였다.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부부, 가사 경험, 사용자
경험 디자인

2. 선행 연구

1. 서 론

2.1 밀레니얼 세대의 정의

1.1 연구 배경

이 밀레니얼 세대는 정확한 구분의 기준이 없으며

새롭게 소비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연구자마다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고, 이들은 2015 년 기준으로
23 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의 비율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구분은
1980 년대 초반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도 많은

사람들로 정의된다.[2]

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경제
활동 인구이거나 향후 수 년 이내에 경제 활동 인구로

제시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2.2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합리성을 추구하며 접근할

성장할 세대이다.[1] 밀레니얼 세대의 간 결혼함에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채널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소비하고 있으며, 어린

따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계승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절부터 다양한 기기들을 접해 왔기 때문에 멀티

1.2 연구 목적
행태에서

디바이스 환경에서 전문가이다.[3] 주로 밀레니얼
세대의 구성원들이 모여 밀레니얼 가족을 형성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브랜드보다 제품 및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특징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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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사 노동의 최소화이다.

3.2 참가자

이들은 남녀 모두 자신의 삶에 가치관이 뚜렷하고,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다. 즉,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본 연구의 인터뷰 참가자는 총 10 명(남성 4 명, 여성
6 명)으로 결혼 5 년차 이내로 모집하였다. 가사의
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 수입 형태는 맞벌이 6 명

저녁 퇴근 후 귀가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꽤나
번잡스러운 과외 노동으로 인식되고 가성비 높은
가사 처리 과정을 보인다. 최근 그 경향은 ‘3 신'

외벌이 4 명의 두 집단으로 모집했고, 추가적으로
자녀의 유/무에 따른
확인하고자
이를

혼수품에서도 드러난다. ‘3 신’ 혼수품이라고 하면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건조기를 의미하며,
이전의 냉장고, TV, 세탁기를 3 대 가전이라 부르던

가사의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표 1).
표 1. 인터뷰 참가자

세대와 는 차이가 있다.[4]

참가자

성별

자녀

직업

가사 분담

P1

남

무

회사원

대부분

P2

여

무

전업주부

요리(주방)

주요층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P3

남

무

회사원

대부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 형태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비 시장에서 밀레니얼

P4

여

무

회사원

3:7

세대와 Z 세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운데,

P5

남

2명

회사원

7:3

베이비부머

세대와

P6

여

1명

회사원

5:5

Z 세대간의 가치관 및 소비 특성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다르며, 사고·

P7

여

1명

전업주부

대부분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의

P8

여

무

전업주부

대부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5]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지만 현재

P9

남

1명

회사원

요리/분리수거

P10

여

1명

회사원

청소/정리

2.3 밀레니얼 세대와 가사의 선행 연구
밀레니얼
기업들은

세대에
앞으로

세대,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면
이들이 소비를 주도해 나갈

X

세대,

밀레니얼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비 측면에만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가사 경험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따른 가사의

3.3 인터뷰 분석
인터뷰 분석은 귀납적 방법으로 녹취된 음성파일을
토대로
트랜스크립트(Transcript)를
작성하고,

본질적 분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간
가용성,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역할 태도는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줄 뿐이며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을 통해
재분류하여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새로운 니즈를
도출했다.

힘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6]

4. 분석결과

3. 심층 인터뷰

밀레니얼 세대의 부부의 가사 경험 행태는 수평

3.1 온라인 설문 조사

관계와 시간의 효율성 그리고 개인 시간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밀레니얼

가족의

삶과

가사

및

소비

패턴을

4.1 수평 관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5~35 세의 성인 남녀로
14 명의 독신과 38 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총

밀레니얼 세대의 부부는 수평적인 가족 관계에서

52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가사를 분담하길 원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가사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평 관계를

가사 시간을 줄여 개인 시간을 보장 받고 싶어하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외부전문가에게 가사를 도움
받길

위해서는 가사의 범주부터 협의가 필요하다.

원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인터뷰 결과 가사는 서로가 동등한 관계로 잘
분담되고 있으며,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바탕으로 심층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진행하였다.

실제로는 가사의 인식 기준과 범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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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지만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해요. 저도 귀찮고
힘들기는 하지만 와이프가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편이예요.”– P4

“가사 도우미는 애기 낳기 100 일까지 부를까 고민했었어요.
둘 다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저는 애기 때문에 출산 후에
쉬고 있었는데도 서로 체력이 고갈이 되는거에요. 남의
손이 진심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 P9

여성은 육아를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성은 가사와 육아를 동일한 범주로 여긴다는 점



한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처리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알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가사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주말에는 가사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평일에 집안일을
틈틈이 하는 편이고 프리랜서 준비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주말까지 일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라서 남편이랑 마트를
가거나 놀러가거나 주말은 휴가의 개념이예요.”- P6

“육아는 집에서 누군가 해야하는 것이라서 가사노동이라
생각해요.” - P5

가사의

범주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이해가

“저는 가사를 날 잡아서 하는 것 보다 틈틈이 조금씩 해요.
그렇게 하면 몰아서 하는 것보다 부담도 덜하고 결국
시간도 절약되거든요.” – P8

상충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가사분담 비율은 7:3 정도됩니다. 가사의 범주가 단순하게
청소만 있는게 아니라 집안 행사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세탁소 가거나 자동차 정비나 재활용 분리하는 것들도
일종의 가사 노동 인데, 이런 영역은 남자들이 많이 하죠.”
– P5

4.3 개인 시간의 중요성
가족이라도 서로의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아에는 참여하지만 가사는 어머님이 도와 주시고 부터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아요.” – P9.

“취미는 미술관 다니는 거 좋아하고, 지금은 대학원
다니면서 자기계발 겸 수업 듣고 있어요.” – P3

4.2 시간 효율성
밀레니얼

세대의

부부에게

가사의

“제가 원래 무용 전공이었는데,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부터
못 했었어요. 최근에 아들도 어느 정도 커서 다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 P6

효율성이

중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은 가성비가
좋은 경험을 원하고 가사에 발생하는 시간을

밀레니얼 세대의 부부에게 개인 시간은 중요하지만,
집에서 조차도 그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개인 시간을 보장 받고 싶어했다.
본 인터뷰에서는 효율성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잠깐의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간에 주로 SNS, 인터넷 쇼핑, 유튜브, 음악 감상

가사 소요 시간을 줄이는 제품: 밀레니얼 세대의
부부는 가사 소요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사의 효율성을 높여 가사에

등을 한다.
“집에서 온전히 시간을 가지기 보다는 애들 숙제 할 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쉴 때는 좀 쉬는 편인데 쉬고
싶을 땐 안대 쓰고 음악 들으면서 혼자 잠자요.” – P5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식기세척기 및 건조기: “식기 세척기와 건조기가 만족도가
높아요. 이런 것은 결국 시간이 절약되어서 둘 다 사용하는
거 같아요. 없었다면 몇 번이나 세척을 했어야 했거든요.
“– P5

“출/퇴근할 때 버스아니면 지하철인데 보통 40 분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때가 하루 중 제일 황금 시간예요.” –
P9

로봇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고 싶어요! 친구가
이번에 구매했는데,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청소기를
안 돌려도 돼서 그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 P6

“얼마전에는 일찍 퇴근하고 씻지도 않고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참 행복했었어요. 소소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본 게 오래 전이라 기억에 남네요.” – P6

기타: “걸레가 아닌 물티슈로 다 했었는데 걸레 밀대를
샀는데 마른 걸레를 빨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절약되어서 너무 좋더라구요.” – P9



가사 습관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행태: 가사를

5. 결론
5.1 논의 및 요약

가사 소요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사 시간을 줄여볼 생각은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가사 경험 행태 및
사용자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20~30 대 부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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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결과 이들은 가사 시간을
줄여 개인 시간을 보장 받길 원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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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평 관계의 가사

제66호) - 新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분담을 위해서는 서로의 가사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변화
6. 허수연, 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둘 째,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자는 가사 도우미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2019.6.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일면식 없는 사람이
주거 공간에 오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그

제64호, 5-29

결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없었다.
오히려 기기에 친숙한 이들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한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개인시간을 갖길 바라고 황금
시간으로 여기지만, 이러한 황금 시간에 대부분 SNS,
온라인 쇼핑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 시간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란 의미보다 밀레니얼 세대
개인에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부

이를 통해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행태적
중요점과 개인 시간을 갖기 원하는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기획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후속연구 및 한계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삶에서 가사
경험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삶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특정 부분만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밀레니얼 세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행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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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 metrical difference between
young and older adults based on explicit facial
expressions. Openface API provides a visual analysis tool,
which was used to analyze posed facial emotions of
participants, including neutral, happiness, fear, surprise,
anger, sadness, and disgust, based on Paul Ekman’s basic
emotions. Total 174 participants (m = 39.02, SD = 24.18),
consisted of 115 young adults (m=21.94, SD=2.98) and
59 older adults (m=72.31, SD=4.64) mimicked suggested
facial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Facial Action Coding
System, Action Units (AU) of each expression of
participants were derived from the video of posed
emotion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according to t-tes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showed at certain emotions (happiness and surprise),
young adults used specific muscles while older adults
tended to use the whole face. Further discussions and
future studies were stated.

the age difference and emotions,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2. Methods
Total of 174 participants (m = 39.02, SD = 24.18),
consisted of 115 young adults (m=21.94, SD=2.98) and
59 older adults (m=72.31, SD=4.64) participated in series
of experimental sequences including 6 emotional videos
and 7 pictures of facial expression based on Ekman’s
basic emotions (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ross Groups

Age
TAS
BDI

Keyword
Facial Action Coding System, OpenFace, Muscle Use,
Emotion, Facial Expression.

1. Objectives
The computational image and video analysis can give
novel methodologies for detecting subtle characteristics
of human f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apt this
new possibility to find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s
according to basic emotions between young and old
adults.

Boramae Medical Center
benji@snu.ac.kr

BAI

Total
Young
Elderly
(N=174) (N=115) (N=59)
mean±SD mean±SD mean±SD
39.02 ±
21.94 ±
72.31 ±
24.18
2.98
4.64
47.22 ±
45.45 ±
50.66 ±
10.25
10.48
8.91
12.08 ±
10.65 ±
14.86 ±
8.74
6.85
11.12
25.21 ±
25.04 ±
25.54 ±
4.99
4.28
6.17

t

p-value

-75.7003

<0.001

-3.259

0.001

-2.6625

0.009

-0.556

0.58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mselves first.
Then, the seven pictures of facial expression based on
Ekman’s basic emotions (neutral, happiness, fear,
surprise, anger, sad, disgust) were displayed to the
participants [4]. Next, they were asked to imitate the
facial expressions to record the facial movement of posed
expressions (Figure 1).

While mental health became a significant health care
issue, mental illnesses, including depression, dementia,
etc. are not commonly considered as significant diseases
that should be professionally treated in the hospital.
Koreans do not go to mental hospitals less than many
other countries [1].
Therefore, to increase th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mental health treatment, various remote analysis
methodologies might reveal a new group of patients who
never thought about themselves as patients.
The analysis mechanisms used in this study are originated
from OpenFace API [2], which is based on the Facial
Action Coding System of Paul Ekman [3]. The basic
emotions suggested by Paul Ekman are popularly used as
the basis of various emotion-oriented studies.
For testing the feasibility of the mechanisms and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facial behavior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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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the spontaneous facial expressions of participants
were recorded while watching six emotion-inducing
videos. OpenFace API analyzed the recorded videos with
60 fps image property and categorized them into Action
Units (Figure 2) based on the emotional state participants
posed.
Extracted values of each AUs were based on the
timeframe, which means the value was recorded the
movement 60 frames per second. The maximum value
within the timeline was selected to reflect the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movement.

12) and surprise (Action Unit 1, 2, 5, 26).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figure 3.
While imitating happy face, Action Unit 6, which is at
upper face area, showed further movement in young
adults (m = 1.58, SD=0.77) than elderly adults (m= 1.40,
SD= 0.76, p=0.018).
However, Action Unit 12, which is at lower face area,
showed opposite results (Myoung = 1.39, SDyoung =
0.82, Melderly = 1.67, SDelderly = 0.82, p = 0.001).
Also, in surprise posed session, Action Unit 1, 2, 5, which
categorized as upper area units, moved more in young
adults (MAU1 = 2.60, SDAU1 = 1.02, MAU2 = 1.81,
SDAU2 = 0.74, MAU5 = 1.87, SDAU5 = 0.95) than
elderly adults (MAU1 = 2.10, SDAU1 = 1.19, MAU2 =
1.47, SDAU2 = 0.85,MAU5 = 1.33, SDAU5 = 0.92,
pAU1 = 0.007, pAU2 = 0.011, pAU5 < 0.001).
On the other hand, Action Unit 26, which is at lower face
area, did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Myoung =
1.80, SDyoung = 0.76, Melderly = 1.95, SDelderly = 0.95,
pAU26 = 0.278).

Figure 2. Facial Action Units

For normalizing individual differences of facial muscles
and behaviors, data of each emotional state were
subtracted by neutral state data, which derived from video
recorded when participants were relaxed.

Figure 3. The Results of t-tests for Action Units in Posed
Happiness

The combination of Action Units for each emotion is
based on the Facial Action Coding System. However, due
to the availability of Action Units provided by OpenFace
API, the combinations were adjusted (Table 2).
Table 2. The AU Combination of Each Emotion

Emotion

AU

Happiness

6+12

Fear

1+2+4+5+20+26

Surprise

1+2+5+26

Anger

4+5+7+23

Sadness

1+4+15

Disgust

9+15
Figure 4. The Results of t-tests for Action Units in Posed
Surprise

3.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posed facial expressions of happiness (Action Unit 6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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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 certain emotional expressions,
young adults use more specific muscles related to the
emotion than the elderly. Specifically, the upper face
muscles while displaying happy and surprise faces might
be indicators of aging factors in facial emotion expression.
It is in line with other studies [5-6]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there can be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facial expression and other personal
aspects including age, mental health, etc., supported by
other studies [7].
The next step of this study would be as followings
1) Diverse participants: For the clinical purpose, the
participants of the futures studies should include various
mental illness patients such as dementia, depression, etc.
2) Spontaneous emotion: In this study, spontaneous
stimuli were not concretely designed, which might
conclude in no significant results. Well-considered
stimuli should be applied to test genuine reactions to the
emotions.
3) Future application: If there are close connections
between facial expressions and emotional states, we can
develop novel methods to treat emotion-related mental
illnesses, such as depression.
Further study and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for
detailed understandings of relationships between facial
expression and various mental and physical factor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NRF-2017R1D1A1A0201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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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감성을 증폭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자
극하는 데 오감 중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과 청
각을 이용한 다중 감각의 예술작품 감상을 제안하며
사운드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만 감상하던 예술작품이 아
닌 청각을 더하여 다중 감각을 활용한 작품 감상을 제
안하며 작품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여 유사한 환경에서
작품에 표현된 대상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앰비언스
사운드와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정서적인 배경 음악을
제작하였다. 작품에 적용된 앰비언스 사운드가 작품
내의 대상 이미지와 적합하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시
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앰
비언스 사운드와 배경 음악을 제작하여 6채널 스피커
를 이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
상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작품 감상에 미적 경험을 보

다. 예술작품에 표현된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앰비언스
사운드(ambience sound)와 배경 음악을 통해 감성
적인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진행한 청각 인터랙션을 통한 사운드가 작품
내의 대상 이미지와 적합하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사
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시각에 청각이 더해지면서
예술작품 감상의 몰입과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감각을 자극해 작품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미적 체험 또한 풍성해지는

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더 나아가 시
각장애인들도 사운드를 통한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
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 감상의 접근성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예술작품 관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시각으로는 작품 감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상이 불가능할지라도 청각 등의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다중 감각 예술작품(multi-sensory artwork), 청각 감

2. 이론적 배경

상(auditory appreciation), 앰비언스 사운드
(amdience
sound),
다채널
스피커
배치
(multichannel speaker placement)

2.1 다중 감각 예술작품
예술작품을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전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
서 개최된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
<Feeling Van Gogh>에서는 3D로 제작된 반 고흐의
예술작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촉각과 더불어 작품 속
의 공간에서 나는 향을 표현하여 단일 감각 보다 더 풍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존의 예술작품 감상은 다른 감각보다는 시각적 감각
만을 자극하여 작품과 소통하였으며 이는 시각만으로
는 예술을 감상하고 접근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대 예술은 작품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소리와 감촉, 향기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소통하
는 전시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중 감각을 통한
예술작품 감상은 시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의

부한 감상 경험을 주었다. 국내에서 또한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체험전에서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 듣
고 만져보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감상자의 참
여를 유도하여 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

감각이 아닌 여러 감각들을 자극해 다각적으로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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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요소들을 활용하였고 다중 감각을 활용한 예술작품
감상의 경험을 주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또한 미술품 분
석과 서술의 기초(실바 바넷),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발터 벤야민)에 기반한 시뮬라크르의 일종으
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명화를 부조
(relief) 형태로 제작한 복제 예술품인 ‘BlindTouch’가
개발되었다[1,6]. 이는 손가락 끝으로 부조 형태의 작
품을 더듬어서 작품의 크기 및 형태 등을 인지할 수 있
게 하였으며 손가락 터치 컨트롤 인터페이스로 촉각을
이용하여 감상자가 작품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탭
할 때, 촉각 입력 시점을 인지하여 음성해설을 들을 수
있는 다중 감각 예술작품이 전시되었다[6].
‘BlindTouch’연구에 따르면 촉각과 그에 따른 청각 인

그림 1.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3.2 사운드 선정
예술작품 또는 화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관한

터랙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감상자의 흥미를 끌었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
처럼 다중 감각을 활용한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늘고 있다.

정보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4]. 또한 특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촉각 명화를 재현하는 경우, 화가가 작품을 그렸을
때의 상황과 작품 속의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 내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음성 해설과 앰비언스 사운드
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작품

2.2 시각과 청각
우리는 사물이나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

내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청각적인 요소로
변환하여 작품에 표현된 대상들의 소리를 앰비언스
사운드를 통해 직접적으로 들려주어 감상자가 작품의
이미지를 연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정서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진
음악으로 배경 음악으로 제작하였다. 작품에 표현이
되지 않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면 사운드를 추가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5].

마다 감성이 발생되며 한 번에 한 가지 감각만 지각하
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부환경 자극은 복합적으
로 일어나 감각 신경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어 감성을
이끌어낸다[2]. 감성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오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감성을 전달하는
감각 기관에서 시각과 청각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시각으로 60%, 청각으로
20%, 나머지 20%는 촉각, 미각, 후각으로 받아들인
다[3]. 소리는 시각과 함께 감성을 움직이는 매개로,

• 3.2.1 앰비언스 사운드

효과음과 음악의 표현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공간에 몰
입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작품
에서 시각과 청각을 활용한 다중 감각 예술작품 감상

작품의 시대적,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 배경과 정보를
파악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최대한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형태로 하여 앰비언스 사운드가

을 제안하여 작품의 시대적, 계절적 배경과 유사한 장
소에서 사실적인 앰비언스 사운드와 배경 음악 제작을
통해 감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풍부한 감성 전

제작되었다. <별이 빛나는 밤>은 화가가 1889 년 6 월
23 일 새벽 3 시에서 3 시 30 분 사이에 생 레미의
요양원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배경을 찾아 국내에서
강원도 화천군의 야산에서 새벽 3 시경에 앰비언스
사운드를 녹음하였다.

달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3. 예술작품 설계
3.1 대상 작품 선정
본
연구에서
청각적
인터랙션을
적용시킬
예술작품으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현재 미국 뉴욕의 MOMA 의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옆 벽에 붙어 있는 해설은 다음과 같다.

1889 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선정하였다[그림
1]. 이 작품에서 작품 내 대상들의 앰비언스 사운드를
다채널 스피커 배치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에

“고흐는 프랑스에서 그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일출 전 오랜 시간 동안 창문에서
아주 크게 보이는 아침 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시골을 보았다.“ 상상력과 기억에 뿌리를 둔 고흐의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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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은 자연에 대한 반 고흐의 반응에
대한 내적, 주관적인 표현을 내포한다. 두껍고
빗자루로 쓸어 내린 것 같은 브러시 스트로크에서 불꽃
같이 표현된 사이프러스는 휘젓는 하늘과 조용한
마을을 연결한다. 마을은 부분적으로 만들었으며 교회
첨탑은 반 고흐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연상시킨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의 시각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미술평론가의 음성 해설[6]과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적용한 엠비언스 사운드 종류의
선정을 [표 1]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표 1. 음성 해설과 엠비언스 사운드의 선정

Key words

Sky

Village

음성 해설
고흐가 정신병원 자신의 방에서 동쪽으로
난 창 밖의 밤 하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밤 하늘을 넓게 배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차가운 청색 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하늘에는 달과 별이 반짝이는 부분에는
흰색과 노란색이 꽤 강렬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하늘의 한 가운데는 격렬하게 파도
치는 모양의 거대한 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작품 전체를 생동감 넘치고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그 고향
마을 하늘 위로 그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별들이 자리 잡고 있다.
→ 마을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개 짖는
소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불이 켜진
집들이 많다는 것으로 그 시간에 활동
인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대적인
요소로서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사용하였다.

→ 바람의 소용돌이치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두개의 스피커(Wind
sound L, R)를 이용하여 바람 소리를
표현하였다.
하늘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초승달, 하늘
여기저기에서 빛나고 있는 7개의 별과
마치 화난 사람 두 명이 몸싸움을 하듯이
굽이치는 기류가 지상의 사이프러스
나무와 마을에 감도는 고요함과 대비된다.
사이프러스 나무 옆에서 다른 별 보다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이다.
Star/Moon

천문학적으로 실제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금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고흐는 달의
상징적인 모습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초승달로 달을 표현하였다. 평소 고흐는
천문학적으로 관심이 많아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도 별과 달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보편적으로 달과
별소리를 떠올리는 반짝이는 벨소리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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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뒤편에는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그려졌다. 이 마을은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는 실제로 볼 수 없는
마을이다. 높은 첨탑이 있는 이 마을의
모습은 고흐의 실제 마을의 모습이라고
한다. 고흐는 병실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에 자신의 상상을 더하여 고향 마을을
더해 그렸다. 고요한 마을, 조용한 이성의
세계 위로 고흐의 열정처럼 온통
휘몰아치는 별들이 폭발하듯 빛을 발하는
이 장면은 고흐 내면의 광기와 세상의
냉대가 밤 하늘 위에서 화해하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자신의 유년기를 보낸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Cypress

좌측 하단에는 검푸른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아 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는 별에 닿고 싶어 하는
고흐의
바램을
나타낸
것이다.
사이프러스는 고흐의 삶과 사후 세계를
잇는 매개체였다. 고흐가 자주 그렸던
해바라기가 태양, 사랑, 삶, 낙관주의를
상징한다면 사이프러스 나무는 밤, 고독,
죽음을 상징한다. 힘찬 생명력으로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생을 마감한 뒤 별에 닿고자 하는 고흐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았다.
→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표현하였고, 여름 밤의 풀벌레 울음소리를
추가하였다.

• 3.2.2 배경 음악
<별이 빛나는 밤>을 감상하며 사람들은 서정적인
분위기라고 느낀다. 목관악기 중 오보에로 장조
음계를 연주하여 작품의 하단의 마을에서 오는
푸근함을 표현하였고, 피아노의 높은 음역대의 약간
빠른 템포의 연주로 새벽의 차가운 느낌을 주어
서정적인 분위기의 배경 음악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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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피커 배치
완성된 앰비언스 사운드와 배경 음악은 전시공간에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6채널 스피커를 배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작품에서의 스피커의 배치 방식은
평판에 6채널 스피커를 배치함으로써, 다채널
스피커를 배치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배치 형태이다. 이는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현실감을 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을 벽에 걸어 두고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구성과 같도록 하여 작품을 관조적으로 감상하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다양한 각도로 배치하여 앰비언스 사운드를
극대화하였고 작품에 표현된 바람 소리는 바람의
소용돌이치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좌우 방향성을

그림 3. 스피커 배치의 실제 환경

4. 사용성 테스트
사운드를 통한 청각 인터랙션 작품 감상에 대한 질적
인터뷰의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는 시각장애인 4 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가지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스테레오 패닝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두 개의 스피커 간의 수평적인 스테이지
공간감을 준다[7]. 이는 바람 사운드에서 방향성을
주어 작품을 감상하는 데 공간 감각을 일깨워
사운드의 입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개의
스피커(Wind Sound L, Wind Sound R) 사이의

평균연령이 18 세였다.
표 2. 실험 참가자 정보

실험참가자

성별

연령

장애정도

거리가 1.6m 라고 가정하였을 때 두 개의 스피커와
감상자의 거리가 1.6m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실제 환경에서의 스피커는 셋팅 후 환경에 맞게 볼륨

S1

남

19

전맹

S2

남

18

전맹

등을 조정하여 [그림 3]과 같이 설치하였다.

S3

남

18

전맹

S4

여

17

전맹

실험 참가자들은 청각을 통해 작품 내의 각 대상들에
대한 앰비언스 사운드를 듣고 연상하는 이미지를 통해
제작한 사운드가 작품의 이미지를 적합하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4.1 Sky
작품에서 바람을 표현한 사운드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은 ‘바람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듯한 거센
바람의 느낌이 든다. 소리가 좌우로 재생되어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의 표현을 잘 하였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불어 서늘하고 차가운 느낌이 든다’.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적용한
바람소리가 실제 바람 부는 풍경과 비슷하며 이를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작품
속의 소용돌이치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림 2. 작품과 스피커의 배치

두 개의 스피커(Wind sound L, R)를 활용한 것에
대해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4.2 Star/Moon
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에 대한 앰비언스 사운드를
감상하였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고요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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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무언가 빛나는 소리가
난다’며 별을 떠올렸다. 하지만 ‘맑은 종소리처럼 들려
이 소리가 별이 빛나는 소리라고 하니까 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사운드가 인위적이고 별이 떠있는
밤하늘을 연상하기에 표현이 부족하였다는 의견도

작품의 모습과 상황을 상상하고 그 속에서의 분위기와
감성을 보다 깊게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다중감각을 활용한 예술 작품 감상이 보다 깊게
작품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있었다.

5. 결론

4.3 Village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배경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개 짖는 소리와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로 표현한

앰비언스 사운드와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표현한
배경 음악을 통해 감상자의 작품 감상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의 우측 하단의 마을의 소리를 감상하였다. 두
소리를 함께 감상한 실험 참가자는 ‘개를 키우는
평화로운 동네의 풍경이 떠오른다’,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연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다른 실험 참가자는 ’작품의 음성
해설에는 고요한 마을의 분위기라 설명해주었는데
마을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인
작품과 관련이 없는 사운드가 재생되어 마을을

청각을 통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여 공감하며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감성을 느끼게 되고 감성 유발을
증폭시켜 미적 경험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예술작품과의 인터랙션
요소들로 인해 감상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발해 작품
감상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가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중 감각을 통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다면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4.4 Cypress

맥락에서 예술작품과 소통이 가능하고 예술적 경험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술작품을 시각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던 시각 장애인도 사운드를 통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감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다중 감각을 활용한 예술작품
감상이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universal)한 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내의 대상들로
앰비언스 사운드와 배경 음악을 제작하여 6채널
스피커에 배치함으로써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청각 이외에도 촉각적 요소,
후각적 요소 등 다른 감각적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션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작품 좌측 하단의 사이프러스 나무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로 표현하였다. 이를
감상한 실험 참가자들은 ‘풀밭에는 풀벌레가 울고 있고
그 옆의 나무가 우두커니 서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풍경이 떠오른다’며 쓸쓸한 외로운 분위기라고
답하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에 대해 사실적인
소리로 적절하게 표현해주신 것 같아 나무를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추가로, 정안인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였다. 작품 내의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앰비언스 사운드가 재생되자 흥미를 유발하였다는
의견이 있었고 단일 감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다중감각을 통한 인터랙션 감상이 풍부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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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평면 그림을 2.5D 로 재현하는 기존의
촉각 작품에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새로운 장르인
“동적촉각미디어아트”를 소개한다. 먼저 다양한 햅틱
디스플레이 방식과 영상매체에 대한 촉각디스플레이
선행연구를 분석한 다음, 솔레노이드와 액체자성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동적촉각디스플레이 제작 기법을
소개한다. 제작된 동적촉각디스플레이를 통해 "Moving
dot"이라는 창작품을 전시하였다.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객들 중 8 명에 대해서 사용자 테스트 결과
작품에서 의도하는 대로 자성에 따라 움직이는 점의

사용자

효과음을
친화적인

선택적으로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기술을

새로운

개발했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국립서울맹학교에 전시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배리어

프리

전시’,

‘마음으로 보는 촉각 명화 산책’ 등 명화를 재능기부를
통해 꼴라쥬 형태로 제작하여 감상할 수 있는
촉각전시회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도구 개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일환으로 꼴라쥬 작품 속 주요
부분에

효과음을

제공하여

(예:

구스타프

방향성 파악과, 움직이는 픽셀 양을 구분할 수 있었다.

클림트(Gustav Klimt)의 황금빛으로 그린 그림인
<키스>에 금가루가 흐르는 듯한 소리를 제공함)

주제어

시각장애인이 작품을 감상할 때 촉각과 청각 등

시각장애인(Blind people), 미디어아트(media art),
촉각디스플레이(tactile display), 촉각전시(tactile

다중감각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다.

exhibition), 동적인(dynamic), 솔레노이드(solenoid),
액체자성물질(liquid magnetic material).

1. 연구 배경 – 동적인 ‘미디어아트’ 확장성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움직이는 이미지 작품
관람이 과연 가능할까? 최근 해외에서는 평면 명화
미술품을 3D 프린팅을 비롯한 다양한 부조(relief)로
변환하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시각장애인이 복제된 명화
제품을 만져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그림 1 표현주의 촉각 명화전 (2019 년 10 월 1 일~31 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 갤러리), 오른쪽: 본 연구진의 감압
센서 기반 효과음 제공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촉각 작품

최근 국내에서도 “Blind-touch”[1]라는 복제 미술품
개발 플랫폼이 개발되어 평면 형태의 명화들을 2.5D 의
형태로 재현한 후 그림의 각 부분을 tapping 하면

최근에는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나 다양한 빛이 움직이는 조명예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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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재료도 다양해지며,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손을 움직여야 촉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손은 제 2 의 눈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동적인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고 본다.

볼 때 반드시 눈을 굴리며 탐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손을 편하게 올려만 두고 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2 시각장애인 교육보조공학 촉각디스플레이

그림 2 ‘갤러리 디에이(gallery DA)’ <빛의 공장 시리즈 1:
꼴라쥬 플러스>展[2]

그림 2 에 있는 작품은 빛줄기가 위아래로 천천히
떨어지며 움직이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 그 이미지를 효과음 하나로
온전히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영상매체의 전체적인

그림 4 시각장애인 교육보조공학 촉각디스플레이[5]

움직임을 동시에 전달해야 감상이 가능한 작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시각장애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감각 변환

그림 4 는 햅틱 디스플레이 기반의 실시간 교육보조공학
시스템이다[5]. 교육자용 강의 및 저작 S/W 로

기술이

전맹인에게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동적인

제공할

교육자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미지가 많이 들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어서 감상하기 힘들지만 꼭 경험해보고

저작하고, 전맹인용 햅틱 디스플레이 H/W 로
교육자료를 전맹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이미지나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새로 고침 할 수 있는 점자

추상적인 예술 영역을 다중감각을 이용한 표현 방식을
발굴하여 생동감 있는 느낌을 제공하는 표현 방법을

디스플레이 또는 점자 터미널은 일반적으로 평평한
표면의 구멍을 통해 튀어나온 둥근 핀을 사용하여 점자

탐구한다.

대한

문자를 표시하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는

촉각디스플레이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미디어아트

시각 장애인 컴퓨터 사용자는 이를 사용하여 텍스트
출력을 읽을 수 있다[6].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토타입

다음

2

장에서는

영상매체에

표현방식을 분석한다.

단계로, 점자셀의 해상도가 낮아 1 회에 전달할 수 있는

2. 촉각디스플레이 선행연구
2.1 스크린

속

물체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정보량이 적다는 단점과 점자셀의 간격이 일반적인
보조공학기기에 비해 넓고, 셀의 출력 높이가 높아
전맹인들이 이를 인지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단점을

촉각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응용하면, 움직이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동적촉각디스플레이개발
지금까지 화면의 이미지를 촉감으로 전달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고, 기존의 기술들은 동적인

그림 3 마찰저항의 변화량을 이용한 촉각디스플레이[3]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디즈니 피츠버그연구소팀이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해
터치스크린 기기에 3D 터치감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전기진동을 사용해 미끄러지는
손가락과 정전력을 가지고 있는 터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조절하고, 마찰저항의 변화량은 손가락이
스크린상을 미끄러져 나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터치감을 만들어 낸다[4]. 이 기술의 한계는

것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가 원하는 ‘미디어아트’의
영역의 표현은 1 장에 그림 2 와 같은 작품을 착안하여
간단한 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 개의 솔레노이드로 12 개의 픽셀을 표현하고,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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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누르고 있을 때는
물질이 중앙으로 모이는 성질 때문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압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림 5 왼쪽부터 순서대로 ‘제어부: 아두이노 메가 보드와
12 개의 릴레이 모듈’, ‘구동부: 촉각디스플레이 솔레노이드
배열 형태’, ‘표현부: 촉각디스플레이 판’

제어부는 촉각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패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성은 개발 보드와 릴레이 모듈인데,
솔레노이드의 전기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의

그림 6 솔레노이드에 가하는 전류량의 변화에 따른
액체자성물질의 변화

스위칭 역할을 하는 릴레이 모듈이 필요하고, 이 릴레이
모듈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핀 이 최소 12 개는
필요함으로 디지털 핀 이 많은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 보드를 사용했다. 보드에 연결된 디지털
신호들은 각각 해당 릴레이 신호 핀으로 들어가 각각의
12 개의 솔레노이드에 들어가는 전기를 개별적으로
스위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동적촉각디스플레이 결과 및 평가
위와

같이

제작된

동적촉각디스플레이

작품은

솔레이노이드와 액체자성물질을 이용해 움직이는 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에서 “Moving Dot”이라 이름을
지었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S 갤러리에서
성균관대학교 휴먼 ICT 융합학과가 주최한 ‘다중감각

구동부는 솔레노이드와 파워서플라이로 구성되며
제어부의 명령을 받아 동작을 수행한다. 솔레노이드는

명화전’에 전시되었다.

원통형으로 감긴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안에
강자성체인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된다.
코일을 많이 감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솔레노이드의
자성도 강해진다. 때문에 120V, 25A 를 인가하는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했고, 이를 버틸 수 있는 120V
솔레노이드를 사용했다. 120V 를 모두 주었을 때 발열

그림 7 동적촉각디스플레이 기술이 탑재된 “Moving Dot”

문제가 발생했지만, 릴레이 모듈이 일종의 전자적인
스위칭 역할을 하여, 출력은 마치 PWM 제어 출력

작품

원리로 인가한 값의 반만 제공되어 60V 로 잡아주고,
발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본 프로토타입의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이동으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소음도 없고,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Moving

Dot”은

솔레노이드와

같은

전자석

액추에이터와 액체자성물질이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진은 앞서 2 장에서 소개한
촉각디스플레이 연구 방식 외에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tactile stimulator 를 만들어 손가락으로

표현부는 CK Materials Lab Co., Ltd.에서 만든
MAGNETORHEOLOGICAL
FLUID(MRC-C1L)로,

전해지며 진동을 감지하는 display 로 활용했던 연구[7],
액체자성물질의 외부 자기장의 drag 에 따른 표면

Magnetic

Synthetic

force 에 대한 연구[8], 코일로 유도된 자성에 반응하는

hydrocarbon oil 10~30%, Additives 0.5~8%로
구성된 자성반응물질을 사용했다. 이물질을 담을 아주

자성유변체를 활용하고, Rheological 변화를 촉각으로
감지했던 연구[9]등 이러한 유사한 방식의 선행연구가

얇은 판이 필요했고, 그 판은 3D 프린트로 만들었다. 그

존재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도출해보았다. 위의

위에 물질을 주입하여 3M 사의 커버링 작업 비닐과
Hot-Plate 을 사용하여 촉각의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아래 표 1 에서

패키징을

Particle

하여

60~90%,

동적촉각디스플레이의

표현부를

완성했다. 다음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이 솔레노이드에
자성을 띄게 되면 물질은 솔레노이드의 중앙에 몰리게
되어 해당 부분이 진하게 변하며 약간의 봉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A: Micro Resonator Using
Electromagnetic Actuator for Tactile Display[7], B:
Single cell magnetorheological fluid based tactile
display[8], C: Haptic displays based on

- 121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magnetorheological fluids: design, realization and
psychophysical validation[9])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선행연구 그림
A

외부의 자극에 의해 그 단단한 정도(modulus)가
변하며 때에 따라서는 물질 체적의 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와의 차이점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적인 작품에 동적 표현(파도,

Magnetic actuator 를

바람,
등)이
디스플레이로

기반으로

직접적인

가능해지면서,
정안인이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을
감상하듯이

시각장애인에게 한 작품에서 변화하는 미술품을 감상할

진동을 손가락에 전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8
Provide
Ticking Sensation
to Human Hand
Using
Electro-

이러한 “Moving Dot”을 가지고 본 전시회에 참여한

Magnetic
Actuator[7]

작품에서 의도하는 방향성 파악과, 움직이는 픽셀 양을

B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으로 구성된 8 명의 관람객들에게
동적촉각디스플레이의 자성에 따라 움직이는 점의
이동을 손으로 느낄 수 있는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구분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방식은 미리 준비한
코드를 제어부의 보드에 각각 프로그래밍을 하여

공간적
따른

자성유변체의

임의로 다양한 패턴을 제시해 주고 맞추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했다.

표면

force 를 연구한 것으로,
이미지 형성적인 측면이

표 2. 방향성과 픽셀의 양 인식 테스트 결과 (가로 4 × 세로 3
픽셀, 점 한 개당 0.5 초 간격, 화살표는 방향성을 뜻하고
숫자는 각각 행과 열의 수를 의미함)

없음.

⇢

⇠

⇡

⇣

3

2

2

3

P1

○

○

○

○

○

○

○

○

○

○

P2

○

○

○

○

○

○

○

○

○

○

P3

○

○

○

○

○

○

○

○

○

○

P4

○

○

○

○

○

○

○

○

○

○

P5

○

○

○

○

○

○

○

○

○

○

P6

○

○

○

○

○

○

○

○

○

○

P7

○

○

○

○

○

○

○

○

○

○

이 밖에도 ‘자성 유체 디스플레이’라는 국내 특허도

P8

○

○

○

○

○

○

○

○

○

○

존재했다[10]. 하지만 본 특허는 회전하는 코일의
array
를
통해서
투명
디스플레이
내부의

평가 결과는 위의 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그림 9 Test rig
arrangement[8]

자성유변체를

C

촉감의

전달을

통한
구현,

액체와 외부와의 구분이
되는 패키징의 부재.
그림
Experimental

10

Setup:
softness
blind recognition.
[9]

자성유변액체를 끌어올려 형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유도자기장과
자성유변액체를
활용한
시각적
디스플레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디스플레이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진의
작품은 직사각형 안에 솔레노이드와 액체자성물질의
성질을 활용하여 동그란 점 12 개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촉각으로 이미지화하여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선행연구와 촉각이미지 구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작품을 응용하면 작품 속 파도의 출렁임, 사람의 움직임
및 심장이 뛰는 느낌과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의
표현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극 감응형 물질은

⇄

⇅

↱

↲

↔

↕3

2

관람객들이 방향성과 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해상도 측면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 어려움 없이 쉽게 인지할 수 있었지만, 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Moving

Dot”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미디어아트’의 복잡한 동적인 이미지
표현에 활용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는 본 연구진이 만들었던
동적촉각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한 솔레노이드를 ‘thin
FPCB 코일’의 제작 기법을 이용해 2D 솔레노이드를
만들고,

마이크로

단위로

회로를

구성하여

공간

레솔루션을 높여 해상도를 높이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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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ung-Chan Kim, Ali Israr, Ivan Poupyrev.
Tactile Rendering of 3D Features on Touch

5. 결론

Surfaces. UIST '13 Proceedings of the 26th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명화들을

꼴라쥬

형태로

만들어

annual ACM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chnology. UIST. pp. 531-538.

촉각을

제시하는 형태의 전시회를 넘어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장르 속에 움직이는 이미지 작품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3.
4. ZDNet Korea 이재구 국제과학전문기자. 스크린속
물체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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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저항을 통해 화면 속 이미지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가 있었고, 액추에이터가 직접 상하운동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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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적촉각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143023 2013.10.8.
5. 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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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전시를 보는 대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다양한 전시 경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
이론"과 나단 쉐드로프(Nathan Shedroff)의 "경험
디자인"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 경험 확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술 정보 웹사이트
‘아트바바’와 인스타그램 내 전시 해시태그 현상을
분석하고, 큐레이션 서비스인 ‘왓챠’ 를 분석하였다.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맞춤 추천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카이빙을
통해 사용자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몇가지 제안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소셜 큐레이션,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시, 전시 경험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끼리 직접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인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이며 홍보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이 날 수 있는 비주얼적인 콘텐츠
위주로 찾는다고 말했다[1]. 이처럼 대부분 인스타그램은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나 대부분의 전시는 비주얼이
강조된 전시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박지현 외
4명(2018)은 연구에서 인스타그램의 정보 확산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였고, 향후 인스타그램에 전시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의 반응과 그 게시물을 본
사용자들의 전시에 대한 의사결정 및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 즉
인스타그램이 전시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시 정보 플랫폼의 부재로 관람객의
전시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지닌다. 현재 상용 중인
다양한 큐레이션 서비스들은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시 관련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전시' 문화 매체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가 전시
경험의 확장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대중의 문화 소비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다양한 전시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사람들은 SNS, 특히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위치 태그를
통해 전시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 사진을 올리며 소통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작품이나 전경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사용자는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시의 현장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사용자가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만든다는 점에서 직접 경험의 확장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슈가플래닛”
전시의
기획자는
SNS,

'경험'의 중요성을 연구한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과, 나단 쉐드로프의 저서 "경험 디자인"이라는
이론을 배경으로 전시 경험의 확장 수단으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안한다[3,4]. 전시 매체와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접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성훈 외 1명
(2017)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모델을
통해 전시 정보 공유 웹사이트 "아트바바"와 인스타그램
내 해시태그 정보 공유 현상, 미디어 큐레이션 서비스
"왓챠"를 분석하여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안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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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경험의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5].

2. 이론적 배경과 기존 학문 소개
2.1 이론적 배경
존 듀이(John 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관람자는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체 요소에 질서를
부여하며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3]. 또한 지각 대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할 때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단 쉐드로프(Nathan Shedroff)는 “경험 디자인”에서
인간의 경험을 관심, 관여, 결말, 확장 과정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관심'은 경험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경험을 지속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관여'는 경험 자체이며
'결말'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체험자는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지속하거나 또 다른 경험을 하게

이 모델을 바탕으로 전시 경험 단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상의 전시 포스터나 타인이 직접 촬영한
전시의 작품 사진을 보고 예비 관람자는 전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타 관람자의 사진과 평가를
통해 인지적 필터링 과정에서 정보를 구조화하며 전시에
'관여'한다. 이후 사용자는 전시를 관람(결말)하고 다른
감상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발생하는 맥락, 미적 향유
등의 다양한 방식의 결과가 발생한다. 다양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자는 또 다른 전시를 보러 가거나 전시를
재구성하며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시
경험의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2 큐레이션 서비스의 개념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의 '확장'이 일어난다[4].
표 1. 나단 쉐드로프의 경험 과정

표 2. 김성훈, 민슬기(2017)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경험디자인 모델

나단 쉐드로프(2004)는 데이터는 가공 이전의 것으로
정보가 아니며 아무런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가공 이전의 형태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4]. 따라서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큐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스티븐 로젠바움(Steven rosenbaum)은 큐레이션이
"일상을 압도하는 콘텐츠 과잉과 우리 사이에 인간이라는
필터 하나를 두어서 가치를 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6]. 즉 큐레이션 서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사용자의 기준에 맞게 필터링하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사례 연구

나단 쉐드로프의 경험 과정과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의
상관성을 도출한 김성훈, 민슬기(2017)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경험 디자인 모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자와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간 상호작용 요소는 감각
요소에 의한 관심, 인지 요소에 의한 관여, 몰입 요소에
의한 결말과 연계된다고 하였으며 지속요소를 통해

현재 전시 관련 큐레이션 서비스가 없어 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 웹사이트 ‘아트바바’와
아카이빙이 용이한 큐레이션 서비스 ‘왓챠’를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근래 인스타그램 내에서 전시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을 통해 나단 쉐드로프의 경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합의점을 정리해보았다.

경험이 확장된다고 하였다. 서비스의 초기 사용에 있어
‘관심’ 단계에서는 시각적 즐거움의 제공이 중심이 되며,
‘관여’ 단계에서는 필터링 과정의 정보 구조화, ‘결말’
단계에서는 개인화된 정보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미요소
제공, ‘확장’ 단계에서는 공유 결과 및 기능성의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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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예비 관람자의
‘관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해 보인다. 대중은 전시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보다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여 전시에 다녀온 것을 인증하는데 흥미가 있어
보인다. 사용자는 ‘관심’있는 전시에 대해 많은 시각
정보를 스스로 필터링하여 전시에 ‘관여’한다. 이후
사용자는 실제 전시를 가게 되고(결말)과 이후 SNS에서
전시 사진을 공유(확장)한다. 김현동 외 6명 (2016)은
사용자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맞춤
추천을 받는 것 이외의 관점으로 자아의 확장과 사회적
아카이브를 설명하였다.[8] 사용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유하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많은 정보를 필터링
해야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2. 인스타그램 전시 계정 예시

3.3 왓챠 사례 분석

그림 3. 왓챠 사용자 취향 분석 인터페이스
3. 1 아트바바 사례 분석
‘아트바바(www.artbava.com)’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전시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전시 목록', '지도',
'검색'을 통해 전시를 찾을 수 있으며 ‘'곧 끝나는 전시 및
행사', '인기있는 전시 및 행사', '볼만한 전시 및 행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시를 분류, 장르, 지역 등의 필터로
관심있는 분야의 전시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는 포스터와 전시 내용에 대한 글, 전시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 전시장의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7]. ‘아트바바’는 간결하지만 필수적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시 포스터만으로는
전시장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전시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기가 어렵다. 경험 과정에서 예비 관람자가 전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양, 특히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트바바’는 예비 전시
관람자들이 전시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서 직접 작품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만드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며 이는
경험 과정의 참여, 결말, 확장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계점이
있다.
3.2 인스타그램 내 전시 해시태그 사례 분석
근래 사용자들이 전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시의 위치나 제목 혹은
작가의 해시태그를 통해 전시 검색이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전시 일시, 제목, 작가, 내용 등
전시의 필수적 요소를 모두 담고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왓챠(Watcha)”는 영화, 드라마, 애니매이션, 다큐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9]. 사용자는 미디어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아카이빙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별점 데이터가 쌓이면 왓챠는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별점 분포와 영화
선호 태그를 막대 그래프와 분포도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왓챠는 사용자에게 맞춤
미디어를 추천하며, 예상 별점까지 제공해 준다. 사용자는
예상 별점을 통해 미디어를 추천 받고 선택할 수 있다.
박태훈, 이충재(2014)는 왓챠 사용자의 평균 별점 갯수가
100개를 넘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높은 참여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영화를 추천할 때 평가한 많은 별점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특징(태그, 감독, 배우, 국가,
장르)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며
분석된 정보들은 영화를 추천할 때 사용자의 추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박태훈,
이충재(2014)는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왓챠의 기술들을 도서,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의 추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10].
왓챠는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해줌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끈다. 또한 사용자들이 미디어에 대한 평가를
매김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얻음과 동시에
미디어를 아카이빙하며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바꾸어 개인화된 미디어를 제공하여 ‘관여’한다. 사용자는
서비스의 추천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 취향에 적합한 경험은 여러 '결말'로 나아가며, 그
결말을 통해 그 경험을 지속하거나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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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제안
위 세가지 사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는 전시의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시각 정보는 경험 과정 초기,
사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전시 포스터 뿐만 아니라
전시 전경 사진이나 실제 작업 사진을 통해 사용자는
전시의 현장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 정보를 통해 가진 ‘관심’은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전시 별점 평가를 통하여 자기 아이덴티티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시에 별점을
매김으로써 전시 취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아카이빙이 가능해진다. 평가된 전시들을 분석하여
취향을 그래프나 분포도를 통해 시각적 정보로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용자의 전시 취향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화 된
맞춤화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 스스로 전시에
대한 별점과 평가를 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사용자에게
맞는 전시 추천이 가능할 것이다. "왓챠"의 사용자 평균
별점 갯수가 100 개를 넘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전시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넷째, 전시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전시 추천 시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전시를 작가, 미술관, 큐레이터,
장르 등의 카테고리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평가한 전시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전시를 추천할 수 있고 이는
전시 추천 시 사용자에게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추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4. 결론
대중의 문화 소비 욕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의 부족으로 대중의 다양한
전시 경험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존 듀이의 "경험
이론"과 나단 쉐드로프의 "경험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시
'경험'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에 전시 정보제공 사이트
‘아트바바’, 미디어 큐레이션 서비스 ‘왓챠’, 인스타그램 내

전시 해스태그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전시 경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시와 큐레이션
서비스의 접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헌 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의 전시 경험 확장에 가장 초기 단계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에 대해 별점 평가를 하여 전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별점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사용자에게 맞춤 전시를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전시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전시 취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전시를 추천할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를 분석하였을 뿐 실제
사용자 인터뷰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후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전시 큐레이션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자의 전시 경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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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사용이 용이한
새로운 멀티모달 음악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해당
인터페이스를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음악

비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관찰 조사 및 반구조화 인터뷰로 구성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새로운 음악

이용한

음악

인터페이스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기존 상용화된 모바일 음악 편집 앱의
인터페이스는 음악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음악을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미디 컨트롤러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기기를 구매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비하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작곡 인터페이스를 엔터테인먼트적 측면 및 사용성

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인터페이스는

멀티태스킹 혹은 이동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에서는

추후 도보 이동 등의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용 멀티모달 음악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음악 비전문가 집단도 음악 프로듀싱
방법을

이러한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해결하기

있는

위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주제어
Spatial sound, Interactive music composition, Mobile
music,

Soundscape,

Interaction

design,

2. 디자인 제안

Mobile

2.1 주요 기능

interface

1. 서 론
1.1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사용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인터랙티브 음악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다.
김소현(2008)은 3 차원 공간에서 통해 템포, 음계,
음량을

조작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고,

김봉준(2012)은 나침반 센서를 이용한 공연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오수현(2016)은 안무 동작을 인식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그림 1 인터페이스 기능 설명

위와 같은 인터페이스들은 무대 위 혹은 작업실 등
고정된 장소에서 음악을 작곡, 공연, 편집할 때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멀티태스킹 상황 혹은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 상황에 집중한 인터랙션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는, 기존 음악을 이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실시간 음악 변형
재생하고 있는 음악을 모바일 디바이스의 방향, 가속도,
터치 인터랙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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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음악 저장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의해 변형된 음악을 실시간으로
저장한다.
실시간 음악 변형 피드백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의해 음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시각적 및 청각적 멀티모달(Multimodal) 피드백을 제공한다.
2.2 디자인 원칙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아래와 같은
디자인 원칙을 참고하였다.
Gelineck(2013)가 제시한 음악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그림 3 기울기 인터페이스 화면 설명

위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음악의 깊이를 표현할 때는
위해 기존의 슬라이더 메타포로 나타낸 볼륨 조작
인터페이스보다는 공간 메타포로 나타낸 인터페이스가
효과적이다.

또한,

인터페이스에서도
필요하다.

본

작곡

이후의

창의성을

믹싱

증진시키는

인터페이스에서도

음악의

단계의
요소들이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 메타포를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터치 이외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였다.
Bjørn(2017)에
인간공학적

따르면,

부하(Human

음악
Factor

인터페이스에서의
Loads)는

크게

정신/인지적(Mental/Cognitive) 부하, 시각적(Visual)
부하 그리고 물리적(Physical) 부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시각적 부하의 경우 시각 요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시스템 조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GUI 상의
정보량을

제한하고

청각적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멀티태스킹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각적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림 4 터치 인터페이스 화면 설명

본 연구에서는 크게 3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첫째로 방향 인터페이스는 화면상 원의 위치 및 숫자에
따라

현재

변형하였다.
재생하는

재생하는

음악이

들려오는

둘째로

기울기

인터페이스에서는

트랙의

실시간으로

특정

변형한다.

주파수

방향을

대역별

저음역(~250Hz)

음량을
음량

및

중음역(250Hz~2.5kHz) 음량을 모바일 기기의 Y 축
기울기에

맵핑하였으며,

고음역(2.5kHz~)

음량은

모바일 기기의 X 축 기울기에 맵핑하였다. 마지막으로
터치 인터페이스에서는 동시에 재생하고 있는 3 개의
트랙을

2.3 인터랙션 디자인

사용자의

터치에

따라

음소거하거나

재생하였다.
2.4 프로토타입 제작 도구
프로토타입의

시각적

부분은

프로토타입

툴

프로토파이를 이용하여 방향, 기울기, 터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청각적 부분은 Ableton Live 의 EQ
Three 및 Envelop for Live 플러그인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으로 변형하였다.

그림 2 방향 인터페이스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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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 조사 및 인터뷰

4. 결 론
4.1 관찰조사 결과 요약
방향 인터페이스
2 명의 사용자(P1, P2)가 디바이스의 방향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였으나, 한
사용자(P3)는 재생되는 음악의 음량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디바이스의
방향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기울기 인터페이스
음역대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던

사용자(P1)는 디바이스 기울기에 따라 음역대별 음량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반면 음역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P2, P3)의 경우 P2 는 해당
인터페이스가

음악의

어떤

속성을

변화시켰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P3 은 저음과 고음의 음량을
조절하는 인터페이스라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터치 인터페이스
3 명의 사용자 모두(P1, P2, P3) 각각의 버튼이 트랙 및

그림 5,6 관찰 조사 실험 환경

악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다.

3.1 관찰 조사
작곡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4.2 인터뷰 결과 요약

3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앞서 제작한 인터페이스를

긍정적 평가

검증해보는 관찰조사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보는 것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실내 복도에서 약 2 분간 멈추지 않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용자(P2)가 존재하였다.

도보로 이동하면서 3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조작하였다. 먼저 Ableton Live 와 연결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실험자들에게 먼저 프로토타입이
담긴 실험용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지급하였다. 이후
디바이스의 방향, 가속도 및 터치 정보를 연구자에게
음악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사용되는
연구자가

변환된

수치로

모바일

앱

TouchOSC 를 이용해 Ableton Live 의 음악 공간감 및
EQ,

Track

ON/OFF

값을

원격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기울기를

통해

음역대별

음량을

조절하는

기존

인터페이스보다

편리하여

흥미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터치를 통해 음악의 여러
트랙(Track)을

조작하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한

사용자(P3)는 3 가지의 다른 트랙을 함께 섞어보는
경험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는, 음악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공되어

조작이

편리했다고

응답한

사용자(P3)가 있었다.
부정적 평가 및 개선 사항

3.2 인터뷰
앞선 관찰조사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본 3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페이스 사용 경험에 대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

인터페이스의 경우 한 사용자(P3)는 볼륨조절 측면에서

평소에 볼륨 외의 음악의 다른 요소를 변형하면서
들어본 적 없어 혼란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용자(P3)가
존재하였다. 다른 사용자(P1)의 경우 볼륨이 기울기에
따라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화되어 원하는 값으로
정확하게 조정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전히
이동 상황에서 주변 사물에 부딪히지 않게 의식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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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변형하는 음악 속성에 대한 튜토리얼이

경험할 수 있고, 전문적인 미디 컨트롤러를 이용하지

제공되길 원한다는 반응(P3) 또한 있었다.

않아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 비전문가 집단에게

4.3 연구 시사점 및 의의

공간감, 음역대별 음량 및 트랙과 관련한 지식을 더욱

본 연구는 멀티태스킹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수 있으며, 음악 비전문가 집단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멀티모달 음악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디자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찰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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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나의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요약문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통해 제공할 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즐겨 찾는 서비스를 단축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뉴를

아이콘으로 저장하여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하여 변경하거나 단축 아이콘으로

기능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뉴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존의

저장을 하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야한다. 본 연구는
단축메뉴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인터페이스 사용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단축메뉴를 제시하는

방법들을

기능을 제공하는 캠퍼스 앱에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5 명의 사용자에게 사용자테스트(User Test,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조사하고

벤치마킹해,

H

대학

내의

스마트캠퍼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에릭 리스가 주장한

여러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고, H 대학의 다양한

UT)를

한동대학교

Build-Measure-Learn 에 기초한 수정된 BuildMeasure-Learn 방법론을 적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정된 Build-Measure-Learn 방법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메뉴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중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우수한지 비교하는데 의의가 있고, 포털 앱 또는 대학
스마트캠퍼스 앱 등에서 단축메뉴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추후연구를

사용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통해
향상된
프로토타입의

그림 1 포털사이트의 모바일 웹 또는 앱 제공 화면 (네이버,
H 대학)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2.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사용자

2.1 설계 방법

중심 디자인, 사용자테스트

H 대학 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스마트 캠퍼스 앱의
단축메뉴 인터페이스를 재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정된 Build-Measure-Learn 을 적용하였으며 그

1. 서 론

과정은 표 1 과 같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 그림 1 과 같이 홈페이지의 다양한

표 1. 수정된 Build Measure Learn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경우 아이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캠퍼스 앱에는 교내

Benchm

유사한

ark

서비스들을 조사한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출석을 하거나 출석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수업 공지, 과제 공지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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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se

조사한 서비스의 메인 메뉴 구성방법의

mbled

기능들을 접근방법, 조작법과 같은 주제로

iOS

길게
누르기

기본화면
과 동일

흔들리는
아이콘을

독바(Doc
k)에 있는

(Long
Touch)

아이콘만
흔들린다

독바(Doc
k)에
드래그

흔들리는
아이콘을
드래그

Android

‘Edit’

추가할

드래그

apps
edge

버튼

아이콘을
탭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Self-

분류된 기능들로 조합가능한 모든 방법을

measure

구현난이도,
심미성,
기준으로 채점한 후,

효율성
등을
순위를 매긴다.

구현이 불가능한 조합은 삭제하는 등
연구자의 재량에 따른다.
Build

앞에서 만들어진 조합 중, 상위 2 가지
순위를 고려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Learn

2.3 Self-measure 과정 수행

Measure- Nielsen 과 Landau 의 5 명

분석한 기능을 대표하는 주제어를 뽑아 가능한

법칙에 기초하여 5 명의 실험자를
섭외하고
사용자테스트를
수행했다.
시간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우측순서변경,
하단모든
서비스

조합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현난이도, 심미성,
효율성의 기준으로 채점 후 순위를 매겼다.

인터뷰로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2.2 단축메뉴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분석
단축메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기 위해 메뉴를 사용자화 할 수 있는 상태를
‘편집모드’ ,

그 전

상태를 ‘기본화면’ 이라고

그림 2 Disassembled 과정

정의하였다. 다양한 기능 중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자화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중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4 프로토타입 제작

인터페이스를

선별하였고, 편집모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편집모드의 화면구성, 편집모드에서의 사용자화

첫번째 프로토타입(그림 3)은 홈화면에 ‘+’모양의

트리거(Trigger)를 중심으로 표 2 와 같이 분류하였다.

아이콘으로
편집모드에
접근할
수
있다.
편집모드에서의 새로운 구성화면이 화면 우측에서

표 2. 기존 인터페이스 분석

나오며 구성될 메뉴가 보여지는 네이버의 판의

구분

네이버판

편집모드

편집모드

단축메뉴

단축메뉴

도달방법

화면구성

추가

순서변경

‘+’아이콘

상단
순서변경
하단

탭

드래그

상단
독바

전송할
사진들을

탭한
순서대로

하단
전체메뉴

탭

번호부여

인터페이스를 벤치마킹하였다. 즐겨찾기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은 터치방식인 탭(Tab)을 통해, 메뉴의
순서변경은 드래그로 이루어진다.

추가할
서비스
카카오톡
사진전송

‘사진’아
이콘

그림 3 첫번째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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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프로토타입(그림 4)은 홈 화면의 ‘편집’
버튼으로 편집모드로 전환하고, 터치방식인 탭으로

4. 연구결과
기존의 H 대학의 스마트캠퍼스 앱, 첫번째
프로토타입, 두번째 프로토타입을 순서대로 method1,

고정된 8 개의 즐겨찾기 아이콘 자리를 원하는
아이콘으로 구성할 수 있다.

method2, method3 라고 표기하였다.부여한 두가지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trigger 실행, 단축메뉴 추가,
단축메뉴 순서변경 3 가지 단계는 task1, task2, task3
라고 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H 대학의 스마트캠퍼스 앱인
method1 보다 두가지의 프로토타입이 훨씬 사용성이
높아진 것을 소요시간과,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첫번째 프로토타입인 method2 가
전반적으로 가장 좋았다.

그림 4 두번째 프로토타입

3. 사용자 조사
3.1 사용자 조사 대상자
H 대학의 스마트 캠퍼스 앱을 이용하는 H 대학 학생
5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해당 앱 사용의 숙련도와 사용 성향을 구분

그림 5 전체 Task 의 평균 소요시간

짓기 위해 성별과 학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 2. 기존 인터페이스 분석
구분

성별

학번

P1

남

14

P2

남

14

P3

남

16

P4

여

18

P5

여

19

3.2 사용자 조사 과정
기존의

H

대학의

스마트캠퍼스

프로토타입, 두번째 프로토타입
인터페이스에서 각각 피험자의

앱,

첫번째

총 3
trigger

가지
실행,

단축메뉴 추가, 단축메뉴 순서변경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2 가지 과제를 부여해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은 아이폰 6s 기종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실험과정을 녹화하여 실험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실험이 끝난 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험자의 전반적인 사용성 및

그림 6 Task 의 수행 소요시간

수행 이해도와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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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성적 데이터

그림 8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정성적 데이터

5. 결론
본

연구는 단축메뉴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분석하는 것을 위하여 H 대학의 캠퍼스
앱에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양의 아이콘으로 편집모드에 접근하고,
터치방식인 탭(Tab)을 즐겨찾기 메뉴를 추가하고,
드래그로 메뉴의 순서변경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사례가 우수했다. 다양한 메뉴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중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우수한지 비교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포털 앱 또는
대학 스마트캠퍼스 앱 등에서 단축메뉴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사용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

도출

후

향상된

프로토타입의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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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했다는

요약문

점에서

융합

미디어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이종윤 & 윤주현, 2013).

본 연구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서비스가 여타
일관된

가파른 성장세라는 스마트 TV 시장의 외적 발전

사용자 경험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스마트 TV 는 그 자체로 내적 발전 역시

연구자들은 스마트 TV 의 대표화면에 모바일

거듭하고

기기의

평가되었던 이전의 TV 와 달리, 오늘날의 스마트

스마트

기기로

전이되는

인터랙션을

환경에서의

도입하여

새로운

사용자

lean

Lean

back

forward

media

TV

UI 에 대한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강조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6). 사용자들은 스마트 TV 서비스 다양화에

추출된 모든 대표화면에서 새로운 UI 에 대한

따라 기존의 수동적, 저관여 입장에서 점차 능동적,

사용적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적, 고관여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동건,

이러한 결과는 심리스(seamless) 경험 및 디바이스

2011). 스마트 TV 의 이러한 다차원적 발전은

연결성(continuity)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스마트 TV 사용자 경험이 lean forward media

있기

media

매체로

경험을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UI 와 새로운

매체의

때문이다(Brown

&

특징이

Barkhuus,

매체에 맞게 변화해야 함을 암시한다.

주제어
스마트

는

있다.

TV,

모바일,

사용자

경험,

1.2 모바일 디바이스 인터랙션의 보편화

인터랙션,

오늘날의

디바이스 연결성, 심리스

모바일

디바이스는

다양한

스마트

매체의 필두라고 할 수 있다(유은, 2011). 특히
국내의 경우, 국민의 95%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1. 서론

사용하고 있다(고영태, 2019). 또한, 모바일앱 사용
시간은

1.1 스마트 TV 사용 현황

하루

있다(손경호,

2018 년 기준 스마트 TV 는 전제 TV 시장에서 60%

평균
2017).

200
이처럼

분으로

나타나고

높은

보급률과

사용빈도는 모바일 기기의 인터랙션에 친숙한

이상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왕해나, 2018). 이와

매체 사용자를 양산한다.

같은 스마트 TV 의 확장세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실무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을

미디어와 디자인의 결합이 점차 다른 매체로

확장시키고 있다. 일례로, 이전에는 PC 용 웹과

확장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모바일 앱의 디자인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에서도 스마트 TV 는 화면 크기의 제한을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모바일과 일관성
있는 디자인 및 사용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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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다(유은,

2011).

이러한

경향성은

경험에 도입해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용자

스마트 TV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존 스마트 TV 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서비스 및 컨텐츠 발전이

사용성과 비교분석 하였다.

스마트 TV 로 점차 확대되는 형국임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이다(김대진, 2010).

2. 본문

1.3 멀티 디바이스에서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

본 연구는 스마트 TV 환경에 모바일 기기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 즉, 일관성이란 사용자가 한

인터랙션을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할 때 사용자의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2004)는

지식의

대해서는

Denis

연결성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and

Karsenty

과업의

연결성을

경험을

도입한 새로운 UI 각각에 대하여 사용자 경험

정승모, 이자영 외, 2009). 디바이스 간 디자인 및
중요도에

사용자

스마트 TV 의 UI 와 모바일 기기의 인터랙션을

사용성과 학습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신현진,
일관성의

것이

개선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다른 시스템에서의

동작성

도입하는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총 38 명(남성 19 명, 여성 19 명)을

구분하여 동일한 과업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대상으로

연속성

연결성을

가정에서 스마트 TV 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Florins, Trevisan,

20 명(남성 11 명, 여성 9 명)으로 조사되었다.

and Vanderdonckt (2004)는 이러한 연결성을

Netflix, Youtube 등 모바일과 스마트 TV 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디자인, 인터페이스의

통용되는 CP 앱을 사용 중인 인원은 31 명(남성

컨셉 이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한 기능

13 명, 여성 18 명)으로 조사되었다.

있게

수행됨으로써

과업의

세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유은, 2011

진행되었다.

조사

참여자

중

현재

2.2 연구 방법

재인용).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는 Dewey(1958),
Potter 와 Faukner(1975) 등 다수 학자들에 의해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 TV 의 UI 와 모바일 기기의

연속성 있는 디자인은 부호화와 표상화를 빠르게

인터랙션을 도입한 신규 UI 간 만족도 차이를

하여 친숙성과 자연스러운 이해를 제공할 수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모바일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김인숙, 2012

기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랙션 및

재인용). 더 나아가 일관성은 사용자의 친밀감,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우선, 모바일 기기의

학습능력,

사용자

사용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연구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아이덴티티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유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적 UX 요소를 도출하였다.

2011).

이후 UX 전문가가 실제 모바일 제품의 사용성을
분석하여 정리된 UX 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그

본 연구는 이처럼 일관된 사용자 경험 구성이
중요해진
스마트

오늘날의
TV

고민하였다.

의

멀티

효율적인

연구자들은

디바이스
사용자
모바일

결과, 모바일 기기의 좁은 화면 사이즈와 제한적인

환경에서

입력

인터랙션을

인터랙션

사용자들이

친숙함을

했다.

그

느끼는

결과

오늘날

모바일

기기의

특징적인

인터랙션이

요소를

함께

정리하였다.

도출된

요소들은 표 1 과 같았다.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기기 간 일관성을 도출하는
검토하고자

내에서

도출되었으며, 그에 대응하는 기존 스마트 TV 의

디바이스의

서비스가 여타 스마트 기기로 전이되는 현재
방안을

방식

인터랙션을 분석하고, 이를 스마트 TV 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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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 TV 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적 UX 요소

스마트 TV

컨텐츠 탐색
표시 영역 확장

화면

보완하기 위해 정보를

정보를 한 화면에

중에는 컨텐츠

목록

좁은 화면 사이즈를

넓은 화면을 활용하여

영역 고정

컨텐츠

모바일 디바이스

컨텐츠 롱프레스

롱프레스 미지원

시 부가 기능 제공

그룹화하여 단계 별로

나열식으로 제공

제공

넓은 화면을 활용하여

좁은 화면 사이즈를

다양한 기능을 한

보완하기 위해 부가

화면에 제공

기능을 그룹화하여 제공

넓은 화면에 정보를
고정적으로 제공

리모컨 버튼에 다양한
기능을 매핑하여 제공

2.3 연구 절차
조사 참여자를 6~7 명씩 8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그룹은 동일한 크기 및

좁은 화면 사이즈를

해상도의 TV 가 2 대 놓여진 방에서 조사에

보완하기 위해 화면을

참여하였다. TV 에는 기존 스마트 TV 의 대표화면,

유동적으로 활용

신규로

제작된

대표화면이

각각

보여지도록

설치하였다.

터치 동작 활용하여
롱프레스 시 추가 기능

조사 참여자는 각 TV 에서 나타나는 대표화면의

제공

인터랙션을 보고 각각에 대한 사용상의 만족도를
7 점 척도로 기입하였다. 만족도 점수 이외에 기타
의견을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다음으로 해당 인터랙션을 적용한 신규 스마트 TV

의견도 함께 수집하였다.

UI 를 구상하였다. 우선, UX 전문가 및 제품
전문가를 통해 스마트 TV 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
화면을 추출하였다. 대표화면으로는 로그인 화면,

3. 연구 결과 분석

컨텐츠 시청 화면, 컨텐츠 목록 화면의 세 가지가

각

추출되었다. 이 대표화면 각각에서 현재 사용되고

대표화면에

대한

사용자

우선 로그인 화면에서는 신규 인터랙션에 대한

특징적 인터랙션으로 치환하였다. 신규 UI 는

만족도(M = 6.08, SD = 1.08)가 기존 인터랙션에

Protopie 툴을 사용하여 사방향 키로 조작 가능한

대한 만족도(M = 3.24, SD = 2.08)에 비해 월등히

데모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데모 인터랙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1.23, p < 0.01).

총 4 가지를 제작하였다(표 2).

컨텐츠 시청 화면에서도 조사 참여자들은 기존
인터랙션(M

=

4.35,

SD

=

1.35)보다

신규

인터랙션(M = 5.57, SD = 1.20)에 대해 높은

표 2. 조사에 사용된 인터랙션

만족도를 보였다(t = -5.15, p < 0.01). 컨텐츠 목록

기존 UI 의

신규 UI 의

인터랙션

인터랙션

로그인

입력을 단일 화면

입력을 단계별

1.95)에

화면

내에서 제공

화면으로 제공

나타났다(t = -6.93, p < 0.01).

컨텐츠

설정 부가 기능을

설정 부가 기능을

시청

1 depth 에 개별

그룹화하여 2nd

화면

아이콘으로 제공

depth 에 제공

st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인 t 분석을 실시하였다.

있는 스마트 TV 의 인터랙션을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표화면

경험

화면에서도 신규 인터랙션에 대한 만족도(M =
5.81, SD = 0.82)가 기존 인터랙션(M = 4.32, 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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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재료는 사용자의 제품 사용 경험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며, 새로운 재료의 적용은 제품의 미적, 기능적
향상에 기여한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예시와 같이,
디지털 제품의 경우에 새로운 재료는 제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인터랙션 방식에도 변화를 야기할수 있다.
우리는 G ello 라는 실리콘 마우스를 개발하고
평가함으로써, 디지털 제품의 재료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터랙션 방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재료의 적용과 디지털 제품의 인터랙션 방식의
다양화가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주제어

인터랙티브한 제품의 재료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의
인터랙션 방식을 어떻게 연결하여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한다. 특히 디자인의
예시로써 경도가 낮은 실리콘 마우스를 제작해
사용성과 실리콘으로 제작된 마우스 특성에 적합한
인터랙션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마우스(Mouse)는
평면 위에서 2 차원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커서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입력장치로써 개발 이후 큰 변화 없는 조작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 구체화를 통해
기존과 다른 재료로 만든 디지털 제품의 조작 방식과
새로운 인터랙션이 사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디지털

제품

설계에서

새로운

재료를

적용하려는 시도

인터랙션, 재료, 제품, 실리콘, 마우스

1. 서 론
색상, 재료, 마감은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요소이며, 감성 디자인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색상, 재료, 마감을 통해
디자이너는
제품에
내재된
감성적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색상, 재료, 마감 중 재료는 제품에서 신체적인
접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료는 제품 사용 시
직접적으로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며, 사용성과 심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은경, 2012) 제품에서 재료의 역할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날로그 제품의 경우 재료는 재료의 특성에
의해 물리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그치지만,
디지털 제품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사용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 인터랙션까지 영향을 미칠 수있다. 따라서
디지털 제품 설계 시 제품의 형태, 모양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인터랙션과 연관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품 설계에서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제품의 미적, 기능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Jung, H . andStolterman, E. 2011)
새로운 재료의 발명은 때때로 디자인 혁신을 가져오고
물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확장시켜왔다. 디지털 제품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 속 인터페이스부터 인터랙티브 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적 연구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연구들은 새로운 재료에 의해 제작될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의 미적 형태와 인터랙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디지털 제품을 개발할 때 재료의 특성이 제품의
사용성과 함께 필히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기술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제품 개발 시 재료
선택을 다양화함으로써 디지털 제품의 조작 방법 및
설계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예술적인 도전과 디자인
시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디자이너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설계할 때
실현할 수 있는 미적 및 기능적 특성 모두 무한한
디자인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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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우스 제작 재료와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연구
새로운 소재를 적용한 마우스 사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마우스를 살펴보면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마우스를 제작한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한 마우스로는 H P 의 Spectre 마우스(스테인리스),
O TO G IN O 의 MG 95 (대나무),애플의 매직 마우스
(유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마우스들은 각기 모두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제작된 재료의 경도가 높고
탄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재료와조작 방법 및 디지털 환경과의
연결성이 있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우스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연구
마우스의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연구 중에는 추가적인
입력 장치를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해왔다. 예를 들면
아이 트래커로 시선을 활용하거나 웹캠으로 제스처를
인식해 손동작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 마우스를 개발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강수연, 2019) 이 외에도
마우스의 인터랙션 방식을 소프트웨어 상에서
개선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목표물의 크기가 작고 움직이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운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이론인 피츠의 법칙을
기반으로 마우스 조작 시 커서의 포인팅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G rossman. T
등은 커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타겟이 선택되도록
일정한 영역이 아닌영역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Bubble Cursor 를 구현하였다.(G rossman, T., 2005)
O liver. C 는 Bubble Cursor 를 바탕으로 커서 영역을
마우스 조작속도와 결합하여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커서 영역의 크기를 변화시켜 타겟의 선택을 도와주는
DynaSpot 을 제안하였다.(O liver. C., 2009) H aruki
는 커서의 주위 영역이 아닌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이동방향과
가장
가까운
타겟이
선택되는
AmoebaCursor 와 클릭 빈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주
선택된 타겟일수록 선택을 쉽도록 한 Diobon Cursor
를 제안하였다.(H aruki, 2006)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찾아본 결과 앞서 언급된 연구들은 기존의 마우스조작
방법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커서에 기능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단조로운 조작 방법이 아닌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조작
방법과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는 마우스를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제시되는 모델을 통해 재료와

인터랙션의 연관성을 만들어 마우스 사용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그림 1 마우스 인터랙션 선행연구 예시

4. 디자인 제안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하드웨어에 실리콘 재료를
적용하는 한편, 실리콘 재료의 특성에 맞는 마우스
인터랙션 방식을 탐색 및 적용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제품에서의 재료와 인터랙션 방식의 조화로운
적용이 사용자의 제품 사용성 증진 및 감성적 만족도
증가 등의 사용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제품의 재료 다양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말랑한 고무공, 젤 타입의
마우스 패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재료의 특성으로
가능해지는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경도가
낮은
재료로
마우스를
제작한다면
플라스틱
마우스에서는 할 수 없는 손가락으로 말랑한 소재를
찌르거나 손바닥으로 주무르는 등의 행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러한 행동에 적합한 화면 내
인터랙션 방식에 대해서 고안해보았다. 이러한
탐색과정을 거쳐 만든 디자인 대안으로 전체 외형이
실리콘으로 제작된 마우스인 G ello 를 개발하였다.
G ello 는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이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그 강도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화면 내 인터랙션 방식을지원한다.
하드웨어 디자인 제안
실리콘 바디로 제작된 마우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마우스를 파지하는 상단부는 실리콘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마우스는 손의 파지법 혹은 압력에 의해
상단부 탄성이 있는 실리콘이 눌리게 되어 마우스에
힘이 가해지게 된다. 이때 마우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용하여 인터랙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실리콘 내부
클릭 버튼 아래에 FSR-402 압력센서를 위치시켰다.
또한 손바닥이 닿는 중앙부에도 추가로 동일한
압력센서를 위치시켜 클릭 버튼 외의조작 방법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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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 S 환경 인터랙션
인터랙션 제안-그림판 환경
하드웨어 및 인터랙션의 사용자 평가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그림판 환경에서의 인터랙션 또한
고안해보았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실리콘으로 제작된 마우스로 주어진 실험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다. 실험 환경은 캔버스와 팔레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캔버스 상에서 왼쪽 클릭 버튼에 압력
값을 주면 브러쉬 사이즈의 증감이 이루어진다. 오른쪽
클릭 버튼에 압력 값을 주면 브러쉬의 투명도 증감이
이루어진다. 손바닥에 위치한 압력센서에 압력 값을
주면 지우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팔레트상에서의
인터랙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측하단의 RG B
버튼 위에서 왼쪽 클릭 버튼에 압력값을 주면 압력
값에 따라 0~255 의 RG B 값을 설정할 수 있다. RG B
값 위의 Color 창에서는 조색된 RG B 값으로 현재
색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의 Eraser 버튼을 누르면
캔버스가 전체가 지워지도록제작하였다.

그림 2 실리콘 마우스 구조

그림 3 실리콘 마우스 아두이노 센서 회로도
인터랙션 제안-O S 환경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을 이용한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안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앞선 인터랙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실리콘의 물성과 어울리는
인터랙션을 고려한 방법이다. 사용자들은 마우스 조작
시 드래그가 필요한 시점에 탄성이 있는 실리콘
마우스에 누르는 힘을 가하여 드래그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정 압력 이상을 가하게 되면 커서의 중심을
기준으로 드래그 범위가 압력 값에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누르는 힘이 줄거나 없어지면 그에 따라
범위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인터랙션
방법은 물질에 누르는 힘이 가해졌을 때 옆으로 퍼지는
성질에 기반하여 제작하였다.

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 참여자는 20 대 나이의 컴퓨터 사용자 2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4.2(표준편차 1.74)세로 구성되었으며 남성 10 명,
여성 10 명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앞서 제시한 방법의 마우스 조작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판 환경에서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모두 5 분의
연습 사용시간을 가졌으며, 연습시간 동안 브러쉬
사이즈 조절, 투명도 조절, 지우개를 사용해보았다.
연습이 끝난 후 실험참여자들은 본 태스크 수행을
진행하였다. 실험절차는 그림판 환경 왼쪽 상단에
수묵화를 제시된 조작 방법 및 인터랙션을 통하여 따라
그려보도록
하였다.
태스크를
진행한
실험
참여자에게는, G ello 의 사용 경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1) 실험 참여자들은 학습용이성과
사용성에 대해서 '말랑말랑한 재료와 어울리는
사용법이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직관적이다’,
‘기존의 사용방법에서 손바닥을 누른다는 행동을
추가해 조작은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말랑한 재료를 누르는 압력에 비례하여
색상이나 획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정확한 조작을
방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용성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작이 익숙해진다면 실험 환경인 그림판 환경과
비슷한 드로잉, 디자인 프로그램 등에서는 실제 필압을
가하는 것과 같은 직관적인 인터랙션이 이루어져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조작이
필요한 일상적, 사무적인조작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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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라는 의견이가장 많았다. 만족도에 대한
답변으로는 'G ello 의 경도가 낮아 파지하기 편했다,
부드러운 촉감이어서 흥미롭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표 1. 실험 참여자 질문

학습용이성

실리콘 마우스의 조작을 빨리 익힐 수
있었다.

있었다. 단점으로는 실생활에서 사용되기에는 아직
수행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한정적이다는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제품에 새로운 소재의 적용이
인터랙션 방식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리콘 마우스 G ello 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변화가 미미한 디지털 제품들에 재료의 다양성과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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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판 인터랙션 실험 이미지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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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의 인터랙션 방식을 어떻게 연결하여 디자인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마우스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랜 기간 재료의 변경이나 조작 방법에
변경이 미미한 마우스에 탄성이 있는 재료인 실리콘을
적용하고 말랑거리는 특성에 적합한 마우스 인터랙션
방식을 제안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인터뷰를 통해
재료의 특성과 인터랙션 방식이 직관적이었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드래그 범위, 브러쉬 사이즈를
늘리는 인터랙션 방식 또한 경도가 낮은 G ello 를
누르는 조작과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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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n Proceedings of the SIG CH I conference on
H 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pp.281290).ACM
5. O livier C., Jean-Baptiste L., & Emmanuel
P.(2009). Dynaspot : Speed-dependent area
cursor. CH I’09 : SIG CH I conference on H 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1391-1400
6. 重森晴樹, 入江健一, 倉本 到, 渋谷 雄, 辻野嘉宏.
(2006).
バブルカーソル
のG UI
環境への適用と拡張.
インタラクション2006
論文集，情報処理学会シンポジウムシリーズ,
vol.4,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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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니즈와 목표를
만족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개별 사용자가 아닌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1]를 말하며 이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나 많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UX 디자인은 개발 방법론에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프트웨어 개발 시
UX 디자인이 협업하는 형태의 다양한 연구 관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방대한 데이터와 무한에 가깝게 확장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사용 시나리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 및 기관의 업무 환경과
문화를 규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로 인해 목표를

UX 디자인이 협업할 수 있는 형태를 고찰하고, 개발
방법론에 포함되었던 UX 디자인의 업무 분야를
확실히 구분함으로써 사용성을 확보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사례 분석을

달성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부터 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UX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업전반에 걸쳐 기술을 중심으로 기능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며, 구현단계에서
전문 업체 및 내부 디자이너가 UI 및 GUI 제작을
진행하지만, 복잡한 기능도를 갖는 제품 특성상 UI
설계 및 구현 시 사용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개발 효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경험의 질을 낮아지게 만들었으며 결국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문제를
파악한 이후 개선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사용성에 대한
고민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되풀이하는

수행하여 UX 디자인이 포함된 방법론과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빠져있는 요소들을 분류하였다.
둘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영역, 개발과 UX 디자인이 협업하는 공통 영역,
UX 디자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UX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프로세스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유용성에 대한 검증 과정의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경우가 많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UX 디자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사용성 확보와 함께 이에 대한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는
개선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UX 디자인 프로세스과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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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만과 개선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위한
UX 디자인 프로세스 제안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개발 사례를 수집하고, 현장의

표 1.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개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 프로세스에서 UX 디자인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정의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기관 A

공공기관 B

사업명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산학연통합정보망 구축

개요

다양한 사업관리업무를

주요 업무인 산학연 협력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소통을 돕는 종합 정보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플랫폼 구축

UX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정의

기간

10 개월

6 개월

특징

정보공학 기반(데이터

CBD 기반 Component

중심)

(데이터+프로세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행된 디지털 전환이 주된
요인이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IT 환경을
통해 기업의 관리 효율성 확보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업무 절차 및 지침을 반영하여
미리 정의된 수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제작한다[2]. 이처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란

공공기관 A 는 검색 조건 및 기능 추가 항목, 정보의
상태 변화에 관한 인터랙션, 그리고 형태 변경에 대한
항목들이 주를 이루었고, 공공기관 B 는 정보구조
재정의를 비롯한 멘탈 모델에 맞지 않은 기능 조작법,
UI 의 일관성 부족, 비효율적인 정산 프로세스
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A 는
차년도에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행하였고, 공공기관 B 는 차년도에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사용자가 아닌
조직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다.

개선사항이 포함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프로세스 전 주기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행위로 개발
자산 및 자원,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3.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첫째, 초기 정보 및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

3.1 사례 개요 및 분석

중심적인 선형적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었다. 기능
복잡도가 높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
관점의 객체지향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램
방법인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 Product 중심의 반복 수행을 통해 점진적

진행되며 새로운 정보와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개발 중간 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및 정보 반영을 위해 데이터 구조, 다양한 케이스
관리 작업, 다중 사용자의 협업 시나리오 등 새로운
분석과 설계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사업 초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개발 기간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자원 투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완성을 목표로 하는 애자일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측면 보다는 사업의 범위
구현 및 기간 준수 측면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정보화 사업 비율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학 방법론과 CBD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연구를 위해
선정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표 1 과 같다.

둘째, 기능 중심의 요구사항과 분석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B2C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특수한 사용 맥락과 니즈를 가진 집단으로 개발과
디자인 과정에서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일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각 방법론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기관 A 10 개월, 공공기간 B 6 개월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을
납품하였다. 하지만, 두 소프트웨어 모두 도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들은 기존 Workflow 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선을 요구하게 되지만 디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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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행

요구정의

분석

기본

상세

공공

현행시스템

아키텍처정의

표준정의

아키텍처설계

프로그램개발

통합테스트계획

운영환경구축

기관 A

분석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명세
프로세스모델링

논리데이터모델링

UI 설계
프로그램설계

단위테스트수
행

통합테스트수행

인수테스트수
행

통합테스트계획
통합테스트수행

운영환경구축
인수테스트수

(정보공
학기반)
공공
기관 B
(CBD

UI 정의

물리데이터모델링

개념데이터모델링
현행시스템
분석

아키텍처정의
유스케이스명세

표준정의
컴포넌트명세

개발환경 구축
유스케이스설계

컴포넌트개발
단위테스트수

요구사항 정의

UI 정의

아키텍처 정의

UI 설계

행

인터페이스정의

논리데이터모델링

인터페이스설계

개념데이터모델링

유스케이스분석

컴포넌트설계
물리데이터모델링

기반)

설계과정에서 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의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기술적 요소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셋째, UX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였다.

사용자 경험을 조화시켜 사용자의 목표와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UX 디자인 프로세스가 고려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개발 주기가 길고,
복잡도가 높아 각 제품 및 서비스 별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 부서, 개발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UX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요구사항과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에서 사용성 확보를 위한 UX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개발되었다.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는 각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담당 부서 및 개발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사용성이 확보된 UX 디자인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3.2 UX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방향
본 연구에서는 UX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프로세스
중 앨런 쿠퍼(Alan Cooper)의 목표 지향
디자인(Goal-Directed Design)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목표와 니즈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사업 측면의 요구사항과 기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3]. 목표
지향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림 1 과 같이 크게
6 단계로 사용자 리서치, 사용자 모델, 요구사항 도출,
디자인 설계, 수정, 관리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련의 과정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가변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공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기술 중심의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UX 디자인이
차지하는 영역이 모호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 UX 디자인은 표 2 에 어둡게 표시된
개발 프로세스 방법론 속에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현행 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일부 UI 디자인에 대한 분석 및 컨셉이 도출되고,
프로세스 모델링 및 유스케이스 단계를 통해 권한 별
기능 절차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분석 및 설계단계를

그림 1 앨런 쿠퍼의 목표 지향 디자인 프로세스

통해 UI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사용자가 아닌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구현단계에서는 디자인 단계를 별도로 두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과 컴포넌트 개발 단계의 일부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며, 테스트 단계
활동 역시 기술과 기능을 기반한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UX

디자인

측면의

행

이러한 목표 지향 디자인 프로세스를 표 2 의
개발프로세스에서 빠져 있거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을
중심으로 UX 디자인 프로세스 영역을 명확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 1 의 리서치, 사용자 모델, UX 요구사항
도출단계는 표 2 의 분석단계로 적용될 수 있다.
리서치를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용자를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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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해보며 사용자의 행동 패턴(behavior
pattern)을 파악한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목표와 동기를 예측할 수 있고, 사업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모델
단계에서는 행동 패턴과 업무 흐름을 파악 행동
패턴과 목표를 결합해 제품의 주요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퍼소나(persona)를 만들고,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서 이해관계자가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셋째, 요구사항 도출 단계는 사용자 모델과
디자인 설계 단계를 연결하는 단계로 이해관계자
퍼소나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과업이 중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 의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 설계, 수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디자인작업은 구현 단계와
개발단계의 일부로 포함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쪽에서 디자인 수정이
발생하면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전 단계인 설계 단계로
디자인을 이동시킬 수 있다. 넷째, 디자인 설계는
제품의 구체적인 컨셉을 결정하는 단계로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과 인터랙션을 결정한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인 구조와 함께 반복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UX 디자인을 통한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수정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과업이 일관되게 흘러가는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점검, 수정하여 스토리보드에 문제가
없는지 인터페이스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리
단계에서는 개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UX 디자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확실한 업무 영역을 구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과 UX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 A 사례의 정보공학 방법론 기반 개발과 UX
디자인이 협업하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자원과의 협업 전략과 인터랙션
디자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목표 지향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컨텍스트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형태와 패턴, 니즈,
페인 포인트를 관찰하여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4]는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UX 디자인 기준으로 적용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3 B 사례의 CBD 방법론 기반 개발과 UX 디자인이
협업하는 프로세스

3.3 신규 프로세스 제안

제안된 프로세스는 전문화된 영역 구별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개발영역, 개발과 UX 디자인의

기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과업 및 업무를
바탕으로 기능 요구사항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앞에서 분석한 사례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자원 낭비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공통 영역, 그리고 UX 디자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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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영역과 공통영역은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공통영역, UX 디자인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별 방법론을 통해 UX 디자인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특히, UX 디자인은 프로그램
개발 전, 분석과 설계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구현 단계인 프로그램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UX 디자인
이슈 발생시 문제발생에 대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영역은
아키텍처,
개념데이터
모델링,
논리데이터 모델링, 물리데이터 모델링,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컴포넌트 설계 및 개발 등 개발자에
의해 처리되는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공통영역은
현행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모델링
및 유스케이스 분석, 설계 등 사용자의 기능 처리를
정의하는 방법론, UI 정의 및 설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컴포넌트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
통합테스트 수행 등 개발자와 UX 전문가가 협업하여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UX 디자인이
협업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유용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세스의 UX 접목 결과가 기업
및 기관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서 가능성에 대한

처리해야 하는 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UX 디자인 영역은 서비스 기능,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등 UX 디자인 활동을 프로세스의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기술
기반 항목을 구현하기 전에 UX 디자인을 조사, 설계,
정의하여 사용자 행동 모델과 디자인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세스의 분석 및 설계단계가 강조된
형태이다. 분석을 위한 리서치를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자 모델인
퍼소나를 통해 행동 패턴과 업무 흐름을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설계 전,
사용자에게 어떤 과업이 중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과
인터랙션, 인터페이스와 상세한 시각 요소 등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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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엔터프라이즈 UX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시 UX 디자인과의
협업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UX
디자인의 협업은 사용자의 목표와 니즈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UX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UX 디자인의 확실한 업무
영역을 구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발영역, 개발과 UX 디자인이 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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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주변 시야각 이론을 바탕으로 이종 디바이스의
정보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OST-HMD
(Optical See-Through Head-Mounted Display)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질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종 디바이스(AR
OST-HMD 및 2D 디스플레이를 갖는 디바이스)간
특성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기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변
시야각을 기준으로 한 사용자의 인식 가능 각도를 정보
배치에 반영하였으며, 각기 다른 특성의 정보 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증강할 위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 배치를 통해 확장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법과 추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응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종 디바이스 간
확장 사용 시 사용자 정보 수용에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의
기준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기여를 가진다.

주제어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이종 디바이스, 주변 시야각 이론,
정보 배치

1. 서 론
최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 많은 분야에서
이용됨에 따라 증강현실(AR) OST-HMD (Optical See
Through
Head-Mounted
Display)와
2D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기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디바이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HMD 는 3D 공간에
증강된 정보를 보여주지만, 사용자의 눈 앞에 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좁은 FoV(Field of View)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인지적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1].
그러나, 물리적인 스크린 사이즈의 제한이 없는 공간에
정보가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2D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바이스의 경우,
물리적으로 한정적 크기의 영역에 정보가 보여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더욱 선명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기기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AR OSTHMD 와 2D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를 결합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2,3]
사용자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해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양안형 HMD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AR) OST-HMD
(Optical See-through Head-Mounted Display)와 2D
인터페이스 기반의 기기를 상호 확장적으로 사용시,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활용 가능한 확장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페이스를
구성에 있어 OST-HMD 상에서 인지 가능한 각도를
고려하는 정보 배치 방법을 고안했다. 즉, 정보 배치 시
각각의 정보 특성에 따른 배치 우선 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문자(Text), 모양(Shape), 색상(Color),
모션(Motion) 순으로 우선 순위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다중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제안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2D 스크린 기반 디바이스에서 표현 가능한 정보 및
HMD 상에서 표현 시 효과적인 정보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종 디바이스 간 정보를 배치할
스크린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종 디바이스 활용 시 확장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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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안(Monocular) 형태의 구글 글래스(Google
Glasses)와 같은 AR HMD 기기에서 사용자의 주변시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연구는
진행되어왔다[8,9]. 하지만 양안(Binocular)을 지원하는
AR OST-HMD 인터페이스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안형 HMD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은 현재까지도 미미하다.
그림 1 사용자가 OST-HMD 를 통해 2D 인터페이스를 가진
기기(예. 스마트폰)를 응시하는 경우 확장된 인터페이스
사용이 가능함.

3. 정보 배치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한 방법론
3.1 주변 시야각에 따른 사용자 정보 인지

2. 기존 HMD 인터페이스의 한계
AR OST-HMD 를 이용하는 경우, 현실 공간 위에 정보를
증강하는 특성상 활용 가능한 스크린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반면, 2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한정적 크기의 영역에 정보가
보여지며, 정보를 증강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2,4]. AR OSTHMD 는 이전의 2D 디스플레이 기반의 스마트폰 혹은
웨어러블 기기와는 달리 사용자의 눈과 디스플레이 간
거리가 좁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인지적 수용 및 정보 과부하를 경험하기 쉽다[1]. 인지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각 정보의 특성에 따라 인간이
한번에 인식 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인식 가능 범위는
양안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정의된다[5].
이러한 각도로 인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정보의 종류가
문자, 모양, 색상에 따라 기준점에서 멀어질수록 한번에
식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D 스크린을 가진 디바이스와 AR HMD 의 결합을 통한
스크린 확장, 인터랙션 기술 등의 연구는 이전에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스크린의 영역을
외부의 실제(Real) 환경 영역까지 가상으로 확장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증강하거나, 유기적인 정보를 증강현실
HMD 에 증강하여 2D 스크린 상의 객체-가상 객체 간
상호작용, 연속적인 과업 등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은 활발히 소개 및 연구되어 왔다[2, 3, 6, 7].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자
인지 특성을 반영한 설계보다는 응용적 측면에 더욱
집중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추후 사용자가 이러한 이종
디바이스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게 될 때 인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로 인해 효율적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림 2 정보의 종류에 따른 사람의 인지 가능 각도
(Recognizable Angle) [5,15].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의 시각 영역은 수직으로 약 135°,
수평으로 210°에 걸쳐 있으며, 시각적 성능에 따라서
시각 영역이 구분된다[10]. 중앙시(Central vision)는
사용자의 시각적 초점이 머무르는 영역이며, 중앙에서 양
옆으로 2.5°씩인 시각 각도 5°를 처리할 수 있다. 중심
옆 시각(Paracentral vision)은 중심부의 바로 바깥에
존재하는 시각 영역이며 시야의 8°(각각 중앙의 4°)에
해당한다. 해당 시야각은 중심부의 원추 세포 밀도는
없지만 주변 시력보다 예민도가 높다. 근주변시야 (Nearperipheral vision)는 8°에서 30°사이의 영역이다. 중간
주변시야(Mid-peripheral vision)는 중앙에서 30°에서
60°를 포함하고, 원주변시야(Far-peripheral vision)는
60°에서 시각 영역의 경계까지(대략 수평으로 105°)를
모두 포함한다[11,12]. 이에 따라, 그림 2 와 같이 문자,
모양, 색상마다 인식이 가능한 각도가 존재한다. 중심시
이론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바라보는 기준점에서 각도가
커질수록 중심시와 주변시로 정의되며, 주변시 각도의
크기에 따른 인지 영역은 문자, 모양, 색상 정보 순으로
더 넓은 영역에 배치된다. 모션 정보 인식의 경우에도
주변시 이론에 따라서 인식 가능한 범위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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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로부터
주변 시각(Peripheral vision)의
사이즈가 모션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지만[11,12], 인지
가능한 각도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림 3 확장형 인터페이스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정보 종류별
우선순위.

4. 인터페이스 구성 및 응용
3.2 주변 시야각을 고려한 정보 배치 방법(구조적,
정보 배치 내용)
본 연구는 HMD 를 착용하고 2D 인터페이스 기반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정보 배치를
구성하는 확장 인터페이스에 대해 논의한다.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가 양안형 HMD 를 착용한 채 2D
인터페이스를 가진 기기를 응시하였을 때, HMD 의
시야각 내에 위치한 2D 스크린 기기를 기준으로 정보
가시화 영역이 확장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HMD
상에 정보를 띄우게 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3.1 절의 인식 가능 각도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에 따르면 인식 가능한 범위가
문자(Text)의 경우, 5°-10°, 모양(Shape)은 5°-30°,
색상(Color)은 30°-60°까지 가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보가 색상(Color)으로 갈수록
중심부에서 좀 더 멀리 배치되어 있어도 사용자가 인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HMD 를 포함한 이종 디바이스 간 확장적
인터페이스 구성 시의 정보 배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즉, 정보를 제공할 때 임의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디바이스로부터 가까운 곳에 1 순위로는 문자(Text),
2 순위는 모양(Shape), 3 순위 색상(Color), 4 순위로는
움직임(Motion)순으로 배치해야한다 [그림 3].

4.1 제안한 정보 배치 방법에 따른 확장
인터페이스

그림 4 2D 디바이스-HMD 상호 활용 정보 종류에 따른
인터페이스 구성. (문자 → 모양 → 색상 → 모션 순의
우선순위를 가짐.)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정보 배치 방법(3.2 절, 그림 3)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구성이
가능하다[그림 4]. 해당 인터페이스 상에서 보여지는
정보는 단일 또는 다중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중 정보는
2 개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띄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단일 정보로 모양(Shape)정보가 제공될 경우, 2D
스크린 기반 기기의 테두리에 근접하게 정보를 배치한다.
이때
모양(Shape)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문자(Text)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양(Shape)정보는 디바이스의 가장 가장자리에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2 가지 이상의 정보가 다중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정보를
표현한다. 만약 모양(Shape)과 모션(Motion)정보를
함께 띄워야 할 경우도 단일 정보 증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Text)와 색상(Color)정보는 제외하고
두 가지 정보만 디바이스의 테두리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순차적으로 배치한다[그림 3]. 이때
모양(Shape)정보와
모션(Motion)정보
간
모양(Shape)정보의 우선순위가 더 상위에 있으므로,
모양(Shape)정보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더 넓은 인지
각도를 지니는 모션(Motion)정보를 후순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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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당 인터페이스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a) 스마트워치; (b) 웨어러블 링; (c) 태블릿 PC

4.2 이종 디바이스 간 확장 인터페이스 응용
[그림 5]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보 배치
방법은 여러 인터페이스 시나리오에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D 인터페이스를 가진 디바이스인 스마트
워치(Smart-watch)[그림
５(a)],
웨어러블
링(Wearable ring)[그림 ５(b)], 태블릿(Tablet)
PC[그림 ５(c)] 등의 주변에 정보를 배치 및 증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정적 크기의 2D 스크린보다 더 넓은
영역을 HMD 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HMD 시야각이
좁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인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2D 스크린 상에서만 표현 가능한
정보와 HMD 상에서 표현 시 효과적인 정보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각
인터페이스 (HMD 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보여주는
정보와 2D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상에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해 연속적이고 이중적인 사용자 작업(dualtask)을 돕는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양안형(Binocular) OST-HMD 와 스마트폰과
같은 2D 스크린 인터페이스 기반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정보의 종류에 따른 인지
가능 범위를 설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관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2D 스크린
기기를 기준으로 확장될 주변 영역에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함에 따라
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보 수용 시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정보 인식 측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구는 증강현실 양안 OST-HMD 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추가적인 이종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인터페이스 구성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AR) HMD 에서는 2D
스크린보다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모션(Motion)관련 정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식 가능 각도 이론에서 더 나아가
모션(Motion) 정보의 인지와 정보 배치에 대한 제안도
함께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션 정보에 대한 인식 가능
영역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여러
응용 시나리오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제안한 반면에 실제로 구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제안에 이르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제안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고, 해당
프로토타입의 효과성 및 사용성에 대한 사용자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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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양한

환경설정 메뉴에 접근했지만 어떤 것을 조작할지
스마트

등장하면서

이를

디바이스와
사용하기

응용
위한

몰라 다른 사람의 후기를 검색한다든지, 메뉴가

프로그램이
설정

세분화되어 이전에 조작했던 기능을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다.

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비해
그것을 제시하는 구조와 분류가 사용자에게 친숙하지

사용자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정 메뉴에 접근한다. 그리고 설정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이름과 목록의 분류를 기준으로

않아 사용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글 크롬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환경설정
메뉴를 재구조화하고 기존 버전과 재구조화 버전을

디바이스나 서비스의 구조를 인식하고 학습한다.
그러나 생산자 중심의 메뉴 구조와 전문 용어로 인해
환경설정 메뉴는 사용자들에게 어렵고 불편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1 차로 구글 크롬의
환경설정 요소를 정리해 열린 카드소팅을 통해
환경설정 메뉴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구조를

영역으로 여겨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메뉴를 탐색하는 것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능을 조작하기까지 이해해야하는 개념과 정보가

조사하고, 2 차로 재구조화 버전과 기존 버전을
비교하는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환경설정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맥락을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조작했던 기능을 수정하거나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뿐

발견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니라 환경설정은 조작 결과에 따라 시스템과
서비스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기능에
비해 조작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주제어
서비스

환경설정,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메뉴

최근 삼성의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재구조화

설정 메뉴는 생산자 중심의 기능 설명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맥락과 이용 목적에 맞춰 메뉴 구조를
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기능이

1. 서론

‘일반’ 메뉴이고 ‘손쉬운 사용’인지, 무엇이 ‘일반’
설정이고 ‘고급’ 설정인지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그림 1).

1.1 환경설정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환경설정은 스마트 디바이스나 온라인 서비스를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별 설정 요소가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에 맞는 옵션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설정부터 각각의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서 더 나은 사용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이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정과 웹 또는 모바일
서비스 설정까지 사용자가 다뤄야 하는 설정 정보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를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 문제를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쏟아지는 정보에 비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이

그것을 제공하는 구조와 분류의 기준이 사용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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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3]. 웹브라우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특정 서비스에 대한 목적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성격과 서비스적인 특징이
혼재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실험은 개선 메뉴 설계를 위한 1 단계와 사용성
평가를 위한 2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단계로 구글
크롬에서 제공하는 환경설정 메뉴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구조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편성된 메뉴
구조와 기존의 메뉴 구조를 비교하는 2 단계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1. 구글 크롬의 전체 환경설정 요소
메뉴 분류

그림 1. 애플 아이폰 설정 기능 중 ‘일반’ 메뉴(왼쪽)와
‘손쉬운 사용’ 메뉴(오른쪽)

환경설정 요소

사용자

동기화 및 Google 서비스, Google 계정 관리,
Chrome 이름 및 사진,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자동완성

비밀번호, 결제 수단, 주소 및 기타

모양

테마, 홈 버튼 표시, 북마크바 표시, 글꼴 크기,
글꼴 맞춤설정, 페이지 확대/축소

시스템이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체계를

검색엔진

주소
표시줄에서
검색엔진 관리

조직화하고

기본
브라우저

1.2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환경설정 정보에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정보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맞게

표현하는

것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information architecture)라고 한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조직 체계, 레이블링 체계,

시작 그룹

내비게이션 체계, 검색 체계의 4 가지 요소로 구분할
개인정보
및 보안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며 상호작용한다[1].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레이블링과 내비게이션을 통합하여 ‘메뉴(menu)’로

2. 평가 실험 연구
환경설정 정보의 분류가 사용자의 사용 목적과
맥락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구글 크롬의 환경설정 기능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의
인지 구조를 파악하고 메뉴 구조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페이지

열기,

중단한

위치에서

동기화 및 Google 서비스, Chrome 로그인
허용, 탐색 트래픽과 함께 ‘추적 안함’ 요청
전송, 사이트에서 저장된 결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허용, 더 빠른 인터넷 사용과
검색을 위해 페이지 미리 로드, 인증서 관리,
보안 키 관리, 사이트 설정,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칭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2].

크롬은

탭

검색엔진,

계속하기,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글

새

사용되는

언어

언어, 맞춤법 검사

다운로드

위치, 다운로드 하기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

인쇄

프린터, Google 클라우드 프린트

접근성

자막, 접근성 기능 추가

시스템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가속 사용,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

위해
설정초기화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이자, 비슷한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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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일수록 사용자들이 익숙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유사도가

2.1 평가 실험 참가자
참가자들이 PC 와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PC 와 스마트폰을 1 년 이상 사용한

간주하고, 이러한 카드를 기준으로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카드를

분류했다.

사용자들 중 구글 크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본
표 2. 카드소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한 메뉴

경험이 있는 사용자 10 명을 대상으로 1 단계를
진행한 후, 제안된 메뉴 개선안을 바탕으로 2 단계를
진행한다. 2 단계 사용성 평가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 크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 18 명(남성 6 명, 여성 12 명; 평균 30.6 세)을
대상으로 한다.

2.2 평가 실험 내용과 절차
개선 메뉴 설계를 위해 카드소팅 방법을 통해 1 단계
연구를 진행한다. 카드소팅은 메뉴 그룹핑을
사용자에 의해 결정하는 열린 방식(Open Card
Sorting)으로 진행하며 결과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온라인 카드소팅 도구를
이용하였다.
1 단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 크롬의 환경설정
메뉴를 재구성하여 이를 기존 메뉴와 비교하는 2 차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메뉴를 탐색하는
수행도와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문항은
작업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효과성, 작업 완료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는 효율성,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비교 분석한다.
3.2 2 단계 재구조화된 메뉴 사용성 평가

3. 평가 결과 및 분석

1 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메뉴와 재구조화 한

3.1 1 단계 환경설정 메뉴 재구조화: 카드소팅

메뉴를 비교하는 2 단계 사용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질문지를 통해 각 메뉴 구조의 적합성과

환경설정 메뉴 재구조화를 위해 참가자 10 명을
대상으로 1 단계 연구인 온라인 카드소팅을 실시했다.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은 5 점

구글 크롬 어플리케이션 환경설정 메뉴의 설정

척도로 구성했다. 2 단계 실험 참가자는 1 단계
실험과 분리해 이전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를 각 카드의 이름으로 설정해 30 개의 카드를
생성했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그룹의 이름을 결정하는

참가자들로 진행했다. 인원은 총 18 명으로 남성 6 명,

오픈 카드소팅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여성 12 명, 평균 연령은 30.6 세였다.

연령은 32 세였으며 생성한 카테고리 수는 평균 4 개,
소요 시간은 평균 7 분 43 초로 조사되었다.

사용성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존 메뉴구조와
카드소팅을 통해 재구조화된 메뉴구조에 대한 적합성

이후에 참가자들이 30 개의 카드로 생성한 43 개의

평가 결과와 선호도 평가 결과에 대해 각각 paired-T
test 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에 나타난

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간 유사도 분석(similarity
matrix)을 실시해 메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했다.

유사도가

50%

이상인

카드가

것처럼, 기존 메뉴와 재구조환된 메뉴 사이의 적합성

많은

및 선호도 점수에서 통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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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7)=0.717,
t(17)=0.356, p=.363).
않았다(적합성:

p=.241;

선호도:

경향을 보였다. 또한 메뉴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이해 가능한 범주에서 큰 단위로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환경설정 메뉴의 이름과
개념이 사용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그룹화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단계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기존
메뉴와 재구조화한 메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메뉴의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레이블이 의미하는
개념의 범위가 넓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별 서비스의 내재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보다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과
맥락적 해석에 의한 분류가 사용자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있다[4]. 그러나 환경설정 메뉴는 각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사용자가 가진 맥락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정확한
정보와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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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단계 연구인 카드소팅 결과 참가자들은 이해하기
쉬운 개념의 카드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를 분류하는

- 1252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 향상
Improvement of the Search Results Page on H-University Intranet Portal

강하영

고해인

나누리

정재호

이원섭

Hayung Kang

Heainn Ko

Nuri Na

Jeaho Jung

Wonsup Lee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한동대학교

School of Management

School of Management

언론정보문화학부

School of International

ICT 창업학부

Studies, Languages and

School of

and Economics Handong

and Economics Handong

School of Global

Literature Handong Univ.

Communication Arts and

Univ.

Univ.

Entrepreneurship

21600202@handong.edu

21500661@handong.edu

Science Handong Univ.

21500016@handong.edu

and ICT Handong
Univ.

21400024@handong.edu

w.lee@handong.edu

요약문

1. 서 론

과거 포털의 검색 엔진은 다양한 기능을

1.1 연구 배경

제공하지 않았지만, 통합검색 기능의 발전으로

통합검색 기능의 발전 덕분에 사용자들은 과거와

이전과 똑같은 검색 값 (Input)으로도 더 다양하고

동일한 내용을 포털에서 검색하여도 이전 보다 훨씬

유의미한 결과들을 (Outcome) 사용자에게 제공할

더 다양하고 유익한 검색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수 있게 되었다. 허나, 여전히 많은 포털의 검색

되었다. 많은 대학에서도 교내 정보와 서비스를

기능이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H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학생들과

정보·서비스

검색

기능의

부진으로

관련

낮은

증진시켰는지

반면,

직관적이지

못한

UI

(User

‘사용성’은 많이 낮은 편이다. H 대학교 인트라넷

인트라넷

포털에서

포털과 기존 인트라넷 포털을 사용자들에게 비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검색, 메뉴 클릭, 연관 웹사이트 이동

체험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등으로

접근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나뉘는데,

검색으로 모든 정보에 일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주제어
웹페이지,

복잡하고

Interface)와 통합검색 기능의 한계 등의 이유로

포털의 검색 관련 문제점들을 휴리스틱 기법으로
프로토타입

사용되는 만큼, 기능적인

제공하는 교내 유일 인트라넷이어서 ‘사용도’는 높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선정하고, 이를 개선한

목적을 위해서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역시 교내 정보와 서비스를

개선하여서, 실험을 통하여 실제로 개선사항이
사용성을

인트라넷

뒤처져있는 편이다. H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의 검색 결과 페이지를
활동

위해

개선과 유지 보수가 인터넷 포털에 비해서 많이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H

검색

제공하기

포털(intranet portal)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교내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인트라넷 포털 역시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교수들에게

대학

인트라넷

포털,

인간공학, 검색창, 유저 인터페이스

검색

엔진,

한다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가정
하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H 대학교
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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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을

휴리스틱

되었다.

인트라넷 포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제점: 1) 검색 결과 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오로지

정보를 주기 위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일반 공지

‘일반

‘강의계획서’를

이외에도 강의 정보, 학술정보, 신청 예약 등의 탭을

찾기까지의 시퀀스가 많고 복잡하다 3) 검색 시에

추가하였다. 또한 검색창 아래에 연관검색어에 대한

문법(띄어쓰기)이나 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정보를 제공하고 오른쪽 탭 공간에는 내가 찾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교내 시설 예약

검색어, 오늘 본 페이지, 신규 공지들을 확인할 수

페이지를 찾기가 어렵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도록

앞서, 이 4 가지 원인들의 개선이 유의미한지를

인트라넷 포털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

확인하기 위해서 H 대학교 재학생 23 명을 대상으로

페이지 안에 제공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검색 한

진행한

91.3%의

번으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공지

학생들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에서 정보 찾기가

이외에도 학부 공지, 장학 공지, 취업 공지 탭을

어려워서 불편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H

추가하여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을 사용하면서 추가됐으면

제공하려고 했고 공지 제목 뿐 아니라 본문 내용을

하는 기능으로 ‘띄어쓰기 개선’, ‘공지사항 단순화’ 등

검색어 위주로 1~2 줄 포함하여 공지들을 하나씩 다

휴리스틱 기법으로 선정했던 4 가지 원인들과

클릭하여 보지 않아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통되는 의견들을 다수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능 추가로 인해 사용자는 정보를

4 가지 문제들을 개선한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찾기까지의 단계를 줄일 수 있다.

공지’만

기법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의

2)

내용에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선정하게

따르면

만들어서,

H

하였다.

검색어와

키워드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H

다양한

대학교

정보를

대학교

재학생 5 명을 대상으로, 기존 인트라넷과 개선된
프로토타입

인트라넷을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개선사항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문
2.1 프로토타입
앞서 제시된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검색창
이용의 불편한 점 4 가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을 개발하였다.
그림 2. 'UX Design' 검색어에 따른 결과 페이지 - 학술
정보

그림

2

와

같이

학술정보를

검색

결과에

포함하였다. 사용자의 검색어를 포함하는 H 대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관련 논문, 전자 도서(e-book), 알라딘 도서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이용 시에 교내 도서관 소장 도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웹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

그림 1. 'UX Design' 검색어에 따른 결과 페이지

첫 번째 문제는 H 대학교 인트라넷 검색창 이용
시 일반 공지사항만 나오는 것이다. 프로토타입

과정을 생략하고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에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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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의 정보와 수업 정보를 검색 결과 페이지에

2.2 연구 방법

추가하였다. 기존 ‘수업 정보 – 강의 정보’ 탭을 거쳐

2.2.1. 피실험자

확인할 수 있었던 강의 공지사항, 강의 자료실, 강의
출석 현황, 강의 과제 제출을 검색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롯한

두
수업

번째

정보를

문제는
찾을

수강계획서를

때

메인

페이지

검색창으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고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토타입
인트라넷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본 연구는 4 가지 개선점을 기반하여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검색하였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페이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업명 뒤에 ‘강의계획서’ 대신 ‘과제’ 혹은 ‘특강’ 등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구체적인 검색어가 다를 경우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페이지
상단에

보여주는

개발하였다.

방향으로

사용자들의

검색

프로토타입을
키워드에

따라

사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2. 연구과정
본 실험은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이 목표에
맞게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실험자들은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과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을 비교
체험하는 3 가지 태스크(Task)들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실험자가

착용한

아이트래킹 장비를 통해서 정성적·정량적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
실험에 앞서, 각 실험자들은 사용성 테스트의 진행
방식과 아이트래킹 장비 주의 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받았다. 이후, 본

세 번째 문제점은 검색 시 입력 값을 띄어쓰기와

향상이

3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페이지에 보이는 콘텐츠의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성

사용 경험이 있는 H 대학교 재학생 5 명(남 2 명, 여

찾기까지의 경로 길이를 줄이기 위하여 메인 페이지
‘수업명+강의계획서’를

포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정보를

검색창에서 강의계획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트라넷

인트라넷

포털과

실험에서

사용될

프로토타입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에

대소문자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원하는 검색

익숙해지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실험자가 각 인트라넷 포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해결하기 위해 H 대학교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때 각 포털 페이지의 사용에 대한 1 차 설문 및

포털에서는

띄어쓰기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에 아이트래킹 영상과

보여주도록

실험

대소문자에

검색엔진을
관계없이

개선하여

같은

결과를

하였다.

페이지에서 학교 시설물 예약 페이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교내에 있는 여러 시설물의 예약
총 동아리연합회

세션을

영상을 녹화하고, 실험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오차를

인트라넷

3 개의 태스크를 시나리오에 따라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종료 후에 간단한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웹페이지, 각 학부

홈페이지, 각 RC 웹페이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프로토타입

Training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한 검색어를 사용하여

네 번째 문제점은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페이지가

하는

포털에서는

검색창을

이용하여 각 시설의 예약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별도의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 사용 관련 질문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성적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아이 트래킹 데이터와, 실험자의 마우스 클릭 수
등의 정량적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

않고 교내 인트라넷 포털 안에서 다양한 교내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1255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아이트래킹 장비를 통해서도 사용자의 검색

3. 실험 결과

경로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는

3.1. 정량적 데이터

대부분 전체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대한 정보를

실험 결과, 검색결과 페이지에 대한 H 대학교

가장 많이 확인하였는데, 원하는 결과값이 상단에

인트라넷 포털의 만족도는 평균 2.4 점/5 점이고,

제공되는

프로토타입

내리지 않았다.

인트라넷

포털의

만족도는

4.7 점/5 점이다.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4 만족- 5 매우만족) 모든 참가자들이 새로운
검색엔진 결과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의
페이지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우

페이지의

하단부까지

스크롤을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에서 사용자의 검색
값에 따라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결과들을 우선
배치해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좌측

상단에서부터 나열된 정렬된 정보로 인해 원하는

첫번째로 메인 페이지에서 원하는 결과 페이지를

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찾기까지 클릭 수를 조사했고, 실험결과 클릭 수가

대부분 검색 시작 위치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 태스크 수행

대다수였기에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 검색결과

시, 기존 인트라넷 포털의 평균 클릭 수는 5.8 번이고,

페이지의 사용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 평균 클릭 수는 1 번이다.
두번째 태스크 수행 시,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의 평균 클릭 수는 7.2 이고,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 평균 클릭 수는 1.6 번이다. 세번째
태스크 수행 시,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의
평균 클릭 수는 8.2 번이고,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또한 대다수의 사용자는 [연관검색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프로토타입 인트라넷의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연관검색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트래킹

포털 평균 클릭 수는 2 번이다. 각각 5.8 번, 7.2 번

데이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8.2 번의 클릭에서 각각 1 번, 1.6 번, 2 번으로 줄은

사용자들은 프로토타입 인트라넷의 [내가 찾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검색어], [오늘 본 페이지], [New 일반 공지]의

포털에서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보다 더 빠른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른쪽 탭에

경로로 원하는 정보까지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많은 기능의 추가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필요를

표 1. 기존 포털과 프로토타입 포털에서의 태스크 1 클릭

확인할 수 있었다

수

표 2. 기존 포털과 프로토타입 포털에서의 태스크 2 클릭
수

표 3. 기존 포털과 프로토타입 포털에서의 태스크 3 클릭
수

그림 3. 아이트래킹 결과 (gaz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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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성적 데이터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의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일반 검색창 이용을
통한 사용자의 단어 검색 횟수를 파악했다.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 사용시 사용자는
다양한 종류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 대학교 인트라넷은 ‘공지’의 결과값이
한정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어에 따른
정보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다. 사용자는 상단의
고정 알림 공지에 제한이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구체적인 카테고리나 분류 없이 일반 공지에
해당하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원하는 검색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제목에 상응하는 정확한 단어로 검색해야만 한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사용자는 상단의 고정
알림 공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사용자는

검색

단어에

파란색으로

표시,

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 추가, 공지 리스트 중 주요
공지들 우선 표시, 및 카테고리 명확하게 제시 등이

접근이

쉬워졌으며

사용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보다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 검색의 경로가 짧고,
공지 외에 결과 검색이 포함되며 공지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서 편리하다고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추가적으로 강의계획서에 [연도별로
검색]과 [팝업 기능] 및 [위로 바로 가기]기능을
제시하였다.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에

사용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포털
사용설명서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용자는
대부분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경로의 축소가
시간의 단축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다. 언어
옵션을 추가하여 영어 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국제
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위한

페이지

개선을

제안하였다.
3.3. Prototype Improvement (after user testing)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H 대학교 재학생 5 명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조사

검색결과에 공지를 종합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

피드백을

사용자가 자신의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개선하였다. 검색결과 페이지에 여러가지 정보를

기능과 검색 중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들

추가함으로 인해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과

(자동완성

비교하여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의 검색결과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로토타입

인트라넷을

페이지가 길어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보를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은 이전의 검색결과
페이지는

바탕으로

공지

제목만

있었다면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은 내용도 포함되어 공지를 클릭하지
않아도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편리함을
느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용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찾기 위해 페이지 맨 아래까지 스크롤 다운을 한 뒤
다시 맨 위 페이지까지 도달하려면 스크롤링을 많이
해야한다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스크롤링
필요없이 한번에 페이지 상위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그림 4)을 추가하여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의
사용성을 높이려고 한다.

제한된 수의 공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검색 시, 이전에는 입력
값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지만 새로운 프로토타입
인트라넷에서는 입력 값이 정확하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해져 검색의 사용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트라넷

포털에서

H 대학교에 관련된

외부사이트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함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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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나뉘고,

정보에

도달하는 단계도 각각 달라서, 각 태스크에 대한
실험자들의

평가가

상이했던

인트라넷

포털에서는

반면, 프로토타입

접근수단을

오로지

검색만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일관적인 만족도를
그림 4. 프로토타입 개선 - 스크롤버튼

보였다.

사용성 조사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림 5 와 같이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은 기존 H 대학교

‘Search Category’박스를 검색창 앞에 추가함으로

인트라넷 포털과 인터페이스와 접근 수단이 크게

인해 사용자가 검색 전에 원하는 검색결과를 더욱

바뀌어서, 피실험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딜레이가 있었지만, 금세 적응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다양한

검색

입력값과 인적 오류에도 일관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결과 페이지와, 여러 섹션을 한
페이지에서

나누어서

보여주는

레이아웃에

피실험자들이 큰 만족을 보였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발견된 한계점은, 기존
H 대학교 인트라넷 포털은 실제 웹페이지인것에
그림 5. 프로토타입 개선 - 검색 카테고리

먼저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포털의
추가적인

한계점은

프로토타입이

오타에

대한

비해, 프로토타입

인트라넷

태스크에

계획적으로

맞춰

포털은

페이지들을

나열한

형식의

프로토타입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tolerance 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해 그림 6 와 같이 오타 입력 시 관련하여 올바른

제한되었고, 실험자가 의도한 방향 외에는 다른

검색어를 제안하는 기능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변수가

잘못된 검색어를 입력해도 관련 키워드에 대한

사용결과는 늘 최선의 결과로만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불공평성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없어서,

한

프로토타입을

피실험자의

프로토타입

해결하기

자율성이

인트라넷

위해서는,

크게
포털의

프로토타입을

비교대상과

근접하게

만들어서

사용해보는

과정에서의

자율성의

제한을 줄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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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Experience Design for Intelligent Companion Dog's Preferred Fashion
Recommendation using Implicit Dog's Style Profiling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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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향

요약문

주요한 연구 방향은 크게 2 가지이다. 첫째, 반려견

반려견 주인은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를 찾는데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반려견 의류를 디자인하는 펫

주인이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데이터를 쉽게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반려견

디자이너는 반려견 주인의 선호를 파악하기 쉽지

주인별로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스타일을 프로파일링

않아서 디자인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난제는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 기술과

및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선호하는 새로운 반려견
의류를 자동으로 맞춤 추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신체와 다름없는 휴대폰을 활용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것이다.

크다. 휴대폰에는 반려견 의류 사진이 계속해서
누적되며, 휴대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도 해당

1.3 리서치 방향
2 가지의 연구 방향은 3 번의 리서치로 접근한다. 첫
번째 리서치는 사용자 대상 리서치로, 반려견 주인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토대로
반려견
의류를
벡터화하여
벡터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지능적으로 맞춤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리서치는 인공지능
전문가 대상 리서치로, 최적화된 프로파일링 및 추천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은 반려견 주인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선호하는 의류를 추천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선호하는 의류를 선제적으로 제언 받을 수 있다.

알고리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다. 세 번째

있음이다.

리서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문가와 펫 패션
디자이너 대상으로, 반려견 패션 디자이너와 반려견

주제어

스케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주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콘셉트를

인공지능, AI, 반려견, 패션 스타일, 프로파일링, 추천,
모바일 앱, 디자인 콘셉트, 사용자 경험, UX

2. 선호하는 반려견 패션 데이터 확보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방향성 모색

1. 서 론

반려견 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려견

1.1 배경

주인 대상으로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반려견 의류를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는 반려견
주인의 패션 선호에 부합하도록 맞춤 디자인을

2.1 리서치 계획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반려견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30 대 반려견 주인 100 명

주인별로 선호하는 반려견의 의류 스타일을 수집 및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견

대상으로,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및 심층

주인도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이 보유한
반려견 의류를 모두 비교해서 가장 선호하는

2.2 리서치 결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반려견 의류 데이터 보관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휴대폰의 활용으로 분명한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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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30 대 반려견 주인 100 명
대상으로,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힌 이후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유무 조사

반려견에게

Index

새로운

옷을

입히는 주인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면

그러나 그 중에 휴대폰의 사진/영상 편집 앱을
활용하여 편집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23%의
반려견 주인은 휴대폰 및 카메라에 저장된 데이터를
PC 로 가져가서 사진 및 영상을 편집하였다.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표 4.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30 대 반려견 주인 100 명

영상 촬영하는 주인
합계

100 명

대상으로,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힌 이후 휴대폰으로
촬영된 데이터와 편집한 데이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현황 조사

100 명

Index

반려견 주인은 예외 없이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면 반드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을 하였다.

표 2.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30 대 반려견 주인 100 명
대상으로,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힌 이후 촬영하는
기기 조사

Index

합계

휴대폰으로

휴대폰

촬영

이후

100 명

촬영

반려견에게

반려견에게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옷을

새로운
입히면

공유

입히는

휴대폰으로

주인

사진
또는
영상 촬영하는

옷을

주인
합계

100 명

100 명

81 명

카메라로만
촬영

카메라로

휴대폰에 저장한 촬영 데이터와 편집한 데이터를

추가 촬영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비율은 81%로 집계되었다.

27 명

• 반려견 의류 데이터 활용

0명

반려견에게 입힐 새로운 옷을 구매하려고 할 때
기존에 휴대폰에 저장한 반려견 사진을 확인하여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힌 이후에 카메라만
활용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휴대폰 촬영
이후

추가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도

참조하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
2.3 리서치 결과 해석

27%

반려견 주인이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데이터는

정도였다.

반려견 주인의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에 상당 부분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당
표 3.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30 대 반려견 주인 100 명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주인의 휴대폰과

대상으로,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서 촬영 후 저장 및
영상 편집하는 기기 조사

Index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견 의류 구입 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휴대폰

휴대

PC

휴대폰

PC 에

거의 활용하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 선호 패턴

에 저장

폰과
카메

에

에서
사진/

서
사진/

기반과

라에

영상

영상

동시

편집

편집

0명

23 명

저장

100 명

27 명

23 명

적합한(context-awareness)

자동

3. 반려견 의류의 프로파일링 및 프로파일링
기반의 선호 예측되는 반려견 의류 추천
알고리즘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방향성 모색

저장
합계

상황에

맞춤 추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다.

반려견 주인별로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 스타일을
프로파일링 및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선호하는 새로운

반려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반려견 주인들은

반려견 의류를 자동으로 맞춤 추천하는 방향을

촬영 데이터를 예외없이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수행하였다.

모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문가 대상으로 리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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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그 중 선호도에 부합하는
상위 랭킹 데이터를 반려견 주인에게 맞춤 추천하는 모델임

3.1 리서치 계획
인공지능 전문가 8 명 대상으로, 최적화된 프로파일링
및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3.3 리서치 결과 해석

심층 인터뷰 및 문헌 분석을 계획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견 주인별로 선호하는
반려견

3.2 리서치 결과

의류를

프로파일링

및

맞춤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프로파일링 알고리즘 타당성 검토

4. 지능형 반려견 의류 스타일 프로파일링 및
맞춤 추천 위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방향성
모색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2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반려견 주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데이터 대상으로 반려견이 있는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데이터에서 다시 반려견과 반려견이 입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견 주인별로

있는 옷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의 채택이다.

프로파일링 및 맞춤 추천이 가능한 디자인 콘셉트를
스케치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문가와 펫

대표적으로 거론된 알고리즘은 이미지 자질 추출기

패션 디자이너 대상으로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모델이다[1,2,3,4]. 두 번째는 반려견 주인별로
추출된 반려견 옷을 선호로 간주하고 벡터화 작업을

4.1 리서치 계획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문가 4 명과 펫 패션 디자이너
4 명 대상으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스케치를 하기

수행하는 것이다.

위해서 그룹인터뷰를 계획하였다.
4.2 리서치 결과
• 디바이스 및 앱
전문가 8 명 모두가 서비스 제공 디바이스 및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의 모바일 앱을 권고하였다.
반려견 주인이 휴대폰을 주로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휴대폰에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이미지 자질 추출기 모델로, 휴대폰이나
쇼셜미디어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반려견과 반려견의 옷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벡터화하는 모델임

• 데이터 수집 및 프로파일링
반려견 주인이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반려견

• 맞춤 추천 알고리즘 타당성 검토

의류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프로파일링이 완료된 반려견 주인이 새로운 반려견
의류가 필요할 때 벡터화된 선호 데이터를 근거로
오프마켓의 반려견 의류를 실시간으로 크롤링 및

반려견 의류를 선호 데이터로 수집해서 분석한다.

필터링하여 상위에 랭킹된 의류에 한정하여 반려견

또한 펫 디자이너는 고객인 반려견 주인의
소셜미디어에 있는 반려견 의류 사진을 선호

주인에게 추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1,2].

데이터로 수집해서 분석하여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림 2 지능형 맞춤 추천 모델로, 기존 구매한 반려견 의류
데이터를 선호로 간주하여 벡터화하고, 오픈마켓에서

그림 3 반려견 주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반려견 의류
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프로파일링하는 모바일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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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 펫 디자이너는 특정
반려견 주인의 소셜미디어를 특징하여 소셜미디어에
저장된 반려견 의류 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프로파일링하는

추천 기술로 반려견 주인과 펫 디자이너의 난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 받는 시나리오

쇼핑몰에서의

검색이나

검색포털에서의

검색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서비스의 방향이 선제적인 특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 맞춤 추천
반려견 주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새로운 반려견
의류를 구매하고 싶을 때 기존 선호 데이터를 토대로

간파할 수 있다. 즉 사용자 경험 자체가 기존과는
상이한 수준으로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사용자 경험 디자인 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오픈 마켓의 반려견 의류 중 가장 상위 랭킹된 의류를
실시간 추천한다. 펫 디자이너는 고객인 반려견
주인의 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상위 랭킹된

도입이 필요함을 숙고할 가치가 있다.

의류를 확인하여 반려견 의류를 디자인한 후에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고객의

사사의 글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시한다.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 ICT 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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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반려견 주인은 선호하는 반려견 의류를 검색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에 비해 자신만의 선호하는
의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펫 디자이너는 반려견
주인들이 기대하는 반려견 의류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고객 지향의 펫
디자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과 휴대폰의 활용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휴대폰에
저장된 반려견 의류 사진과 휴대폰을 통해 업로드한
소셜미디어의 반려견 의류 사진은 선호 벡터
데이터로 활용하고, 벡터 방식의 프로파일링 및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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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visual and auditory feedback (VAF)
and the auditory feedback (AF) on th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s and lumbar multifidus
(LM) during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s in
standing posture. Fifty-seven health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the
control group, AF group, the VAF group.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feedback and the AF
group only received auditory feedback during
exercises. The VAF group received the
auditory feedback the same as the AF group
and visual feedback through the real-time
ultrasound images during exercises. All the
groups performed the exercises in a standing
posture. The thickness of transverse abdominis
(TrA)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VAF was
applied (p<.05), rather than when feedback was
not applied or AF only. The thickness of
external oblique (EO), internal oblique (IO), and
LM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feedback. VAF should be applied
together in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in a
standing posture for chronic back pain patients
or healthy adults to cause more effective
contractions.

Keyword
Abdominal
drawing-in
maneuver,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Standing
position,
Auditory feedback, The real-time ultrasound
image

1. Introduction

recurrence of the back pain is the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s that can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deep abdominal muscles
and trunk extensors.
The Abdominal drawing-in maneuver (ADIM),
exercise for spinal stabilization, is commonly
used for strengthening and providing the coactivation of the spinal stabilization muscles,
especially, TrA and LM.
I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e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s were performed in
supine, prone, four-point kneeling, and sitting
posture. Whereas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in
a standing posture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for chronic back pain patients and
healthy adults.
To know whether the muscles are contracting
well is an ultrasound, The real-time ultrasound
image feedback can be used. It can provide
correct education for those who contract the
spinal muscles for the first time or have
weakened spinal muscles.
Additionally, auditory feedback is effective
external feedback, which is applied by someone
else to the subject through verbal instructions
or praise and can enhance the ability to perform
the exercise.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applying VAF or
AF to a healthy adult while doing exercises with
the resistance pole that can exercise in a
standing posture, the thickness of TrA, EO, IO,
and LM before and after contraction will be
compared to investigate how that feedback
effects on the muscle contraction.

As well as in most back pain patients, healthy
adults can have impaired function of the spinal
stabilization muscles and it can cause back pain.
One method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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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VAF and the AF on
th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s and LM
during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s in
standing posture.
• Methods:
Fifty-seven
healthy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the
control group, AF group, the VAF group.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feedback during
the exercise and the AF group only received
auditory feedback during exercises. The
VAF group received the visual feedback
through the real-time ultrasound images to
see the thickness changes of each subject's
abdominal muscles and LM in addition to the
auditory feedback the same as the AF group
during exercises. All the groups performed
three different exercises in a standing
position.
• Results: The thickness of TrA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VAF was applied (p<.05),
rather than when feedback was not applied
or AF only. The thickness of EO, IO, and LM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feedback.

Figure 3. A, Thickness measurements of the
abdominal muscles (EO, external oblique; IO, internal
oblique; TrA, transverse abdominis; LM, lumbar
multifidus). B, Thickness measurements of the LM (Z,
zygapophyseal joint).

3. Conclusion
VAF should be applied together in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in a standing posture for
healthy adults to cause more effective
contractions.

Reference
1. Hodges PW, Richardson CA. Transversus
abdominis and the superficial abdominal
muscles are controlled independently in a
postural task. Neurosci Lett. (1999), 91-94.
2. Jang WS, Park HK, Kim KJ. Effect of the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into the
Multifidus on Subjective Pain and Lumbar
Flexibi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J Korean Soc Phys Med. (2008), 185192.

Figure 1. A, A belt with a dual ultrasound transducer.
B, Wearing a belt.

3. Silfies SP, Mehta R, Smith SS, Karduna AR.
Differences in feedforward trunk muscle
activity in subgroups of patients with
mechanical low back pain. Arch Phys Med
Rehabil. (2009), 1159-116

Figure 2. Resistance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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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thickness of abdominal muscles and LM according to the methods of
feedback during core stabilization exercise in standing posture. (unit: mm)
control

AF

VAF

F

p

Post-hoc

resting

3.93±1.05

4.09±.93

3.8±1.26

.341

.713

-

RF

5.17±.91

5.26±1.00

6.35±1.62

5.481

.007*

control, AF < VAF

pull

5.52±.99

5.46±1.17

6.63±1.52

5.360

.008*

control, AF < VAF

push

5.34±1.22

5.44±1.17

6.55±1.52

4.988

.010*

control, AF < VAF

resting

7.21±2.05

7.84±2.5

7.68±2.38

.192

.826

-

RF

4.60±1.25

4.64±1.92

4.77±1.36

.067

.935

-

pull

4.13±1.39

4.56±1.91

4.40±1.27

.370

.693

-

push

4.60±1.31

4.80±2.02

4.66±1.18

.085

.918

-

resting

7.21±2.05

7.84±2.51

7.68±2.38

.375

.689

-

RF

9.34±3.00

10.88±4.21

10.68±3.81

.970

.386

-

pull

10.37±3.17

11.33±3.88

10.98±4.16

.312

.734

-

push

9.66±3.29

10.66±4.00

10.98±3.60

.683

.510

-

resting

28.99±1.52

28.80±5.35

27.10±6.06

.565

.571

-

RF

29.26±6.45

29.23±6.83

26.47±5.36

1.253

.294

-

pull

29.46±7.08

29.25±6.30

26.94±4.75

.992

.377

-

push

31.36±6.55

31.00±7.27

28.02±5.71

1.491

.234

-

TrA

EO

IO

LM

*p<0.05; control: control group; AF: Auditory Feedback group; VAF: Visual and Auditory
Feedbacks group; TrA: Transverse Abdominis; EO: External Oblique; IO: Internal Oblique; LM:
Lumbar Multifidus; RF: Reverse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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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환자에 대한 새로운 표면 근전도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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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수준 평가도구로 공포 회

요약문

피 반응 검사(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요통환자의 공포-회피 반응검사(Fear Avoidance

FABQ), 기능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통 기능

Belief Questionnaire; FABQ)와 요통 기능 장애 수

장애 수준 검사(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등이 사

준 검사(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를 통한 평

용되고 있다 [3, 4].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환자를 대상

가는 신체 기능장애 정도와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

으로 빈도 높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통증에 대하여 임

요한 요인이다. 표면 근전도는 근 긴장도를 평가할

상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되고

수 있는 도구로 카이로프랙터나 물리치료사가 환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어휘상의 제한과 객관적으로 통

자의 진단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증을 정량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5].

서는 새로운 조이스틱형 표면 근전도 방법을 통한

체간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들을 분석하는 방법

심리사회적 수준 평가의 유용성을 검정하기 위해

으로 표면 근전도가 사용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표면

장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근전도 검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높은 상관관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표면 근전도 방

계를 보였다고 하였다[6]. 또 다른 연구에서는 표면 근

법은 요통환자의 요부 근활성도를 측정하는데 높

전도 검사를 통해 요통 환자를 구별하는데 높은 신뢰

은 신뢰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가 변수들과

도를 보였다고 하였다[7]. 이렇듯 표면 근전도(surface

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요통 환자가 겪는 심리

electromyography, sEMG)는 요통을 객관적으로 평가

사회적 문제를 평가하는데 타당도 높은 평가도구

하는데 있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라 할 수 있겠다.

요통 환자에게 표면 근전도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주제어

주로 중재에 따른 측정 수치의 변화, 과제 수행능력과

요통, 4 항목 시각적상사척도, 공포-회피 반응검사,

의 상관관계, 통증과의 상관관계 등으로 연구되었지

한국어판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정적 표면 근전도

만 임상에서 요통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문제, 요통
으로 인한 회피반응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와의 관계

1. 서 론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요통의 만성화는 근골격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적 표면 근전도 검사 방법

회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공포-회피

의 유용성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정적 표면

반응이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1]. 이는

근전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빈

통증 발생 우려 때문에 움직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정

도

상적인 현상이지만 요통 재발 가능성 증가와 만성요

analogue scale), FABQ, KODI와 표면 근전도 값 사이의

통으로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2].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요통 수준을 예측하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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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도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선정하였으며,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 수준(L3,
L5)의 척추세움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4 항목 시각적상사척도(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QVAS)
이 평가는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총 4항목의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8]. 각 질문마다 10cm 수평선 위에
“V”표식을 하게 하였다. 0은 전혀 통증이 없음, 10은
통증이 가장 심함으로 나타냈다. 1cm마다 1점으로 점
수화하였고 4개의 질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뒤 10을 곱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검사는 측

그림 1 Myovision 3G WireFree

정자 내 신뢰도가 r=.76-84로 보고되었다[9]. QVAS의

2.5 자료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

2.2 심리사회적수준 검사

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적 근 활성도 검사-재검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된 공포회피반응 설문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 내 상관계수(intraclass

지(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FABQ)를 이용하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를 이용하였다. 측정 변수

였다[10]. FABQ는 총 16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

들 간의 선형적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

66점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포회피반응의

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내었다.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는 검사 재검사 신

가설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p<.05로 정하였다.

뢰도가 r=.95로 보고되었다[10].

3. 연구결과

2.3 요통기능장애수준 검사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어판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Korean version of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QVAS,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를 이용하였으며 총 9개

FABQ, KODI 는 표 1 과 같다.

항목, 6점 척도이며 총점 45점으로 구성된다. 한국어판
KOD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r=.92로 높은 수준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점수가 클수록 요통으로 인한 기능수행 수준 정도가 낮
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1].

Subject (n=30)

2.4 정적 표면 근 활성도 평가
정적 근 활성도 평가를 위해 4채널 표면 근전도
(Myovision 3G WireFree, Myovision Inc, USA) 시스템을
사용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적 표면 근
전도는 전선이 없는 장비로 지름 1cm의 원형도자를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4개의 표면전극이 부착되어
있는 스틱형 전극(stick-on electrodes)이다. 비침습형으

Gender (male/female)

21/9

Age (years)

36.80±3.310

QVAS (score)

55.91±10.34

FABQ (score)

33.16±12.26

KODI (score)

16.26±5.410

QVAS : quadraple visual analogue scale

로 마이크로 볼트 단위로 측정되고 측정 시간 동안 근
육 활동량의 진폭을 나타내어 모니터에 기록한다. 측

FABQ : 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정 기준점은 요추 4번째(L4 level) 외측 2cm지점으로

KODI : 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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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적 표면 근전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높은 신뢰도를 평가받았다. 김창용 등(2011)은 표면 근
전도 장비인 Myosystem 1400A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같은 검사자가 myovision 을 이용한 L3, L5 수준

ICC = 0.77-0.98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고 밝혔

정적 표면 근전도의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각각

고[12], Gruet 등(2010)은 섬유성 낭포종을 가진 대상자

0.94, 0.89 로 나타났다(표 2).

에게 표면 부착 근전도를 이용해 하퇴 근육의 최대 수

표 2. 정적 표면 근전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축 활동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ICC 0.60-0.91로 매우

(n=30)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고 밝혔다[13]. 하지만 기존 표면

Measuring site

ICC

근전도 시스템은 전극을 피부에 직접 부착하는 번거

L3

0.94

로움과 그에 따라 측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L5

0.89

Static sEMG

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myovision은 조이스틱 형태의
소형 장비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Static sEMG : static surface electromyogram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추부 정적 표면 근활성도와 통증

ICC : Intra correlation coefficient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요통 지속이

L3 : 3rd lumbar

척추세움근, 허리엉치근막, 인대와 관절낭 등의 긴

L5 : 5th lumbar

장으로 허리엉치 부위에서 유연성 감소가 나타나
고 골반의 운동성이 제한 된다는 결과가 반영되었

3.3 QVAS, FABQ, KODI, Static sEMG 의

다고 생각된다[14]. 또한 김대훈 & 윤완영(2013)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만성요통 환자에게 요부 운동프로그램

요추부 정적 표면 근전도와 요통 관련 변수들

적용이 요추 가동범위와 통증 모두 유의하게 호전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3 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복부 근력 증가로 허리

정적 표면 근전도 값은 QVAS, FABQ 와 양의

유연성 증가와 척추 전만 감소로 요통 완화 효과를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

이끌어 낸 것이며 요부 긴장도, 유연성과 통증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행연구 결

표 3. QVAS, FABQ, KODI, static sEMG 의 상관관계

과와 일치한다[15, 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허

(n=30)
Index

QVAS

FABQ

KODI

L3 static EMG

0.418*

0.379*

0.027

L5 static EMG

0.467

0.388

0.107

*

*

리 통증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myovision을 사
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요추부 정적 표면 근활성도와 공포-회
피 반응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통증과
관련된 공포는 환자 자신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증가

*p<.05

시키고 전반적인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와

QVAS : quadraple visual analogue scale

관련되어 신체 활동과 유연성 감소로 진행된다고 주

FABQ : 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장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반영된 것 이라고 생각

KODI : 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된다[17, 18].
본 연구는 정상 성인 대상자를 연구에 포함시키
지 못한 점과 동적 표면 근전도 측정치를 비교하지

4. 고찰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본 연구에서 myovision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ICC =

제한 사항을 보완하여 비교 그룹을 추가하고 측정

0.89-0.94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도구임을 확인했다.

변수의 다양화가 반영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기존 표면 근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장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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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6(2), 202-210.

것이다.

[9] Boonstra, M. C., Malefijt, M. D. W., & Verdonschot,

5. 결론

N. (2008). How to quantify knee func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The Knee, 15(5), 390-395.

조이스틱형 표면 근전도 장비인 myovision 은

[10] Joo, M. K., Kim, T. Y., Kim, J. T., & Kim, S. Y. (2009).

요통 환자의 요부 근활성도를 측정하는데 높은 신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뢰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통 환자가 겪는 심

the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Physical

리사회적 문제를 평가하는데 타당도 높은 평가도

Therapy Korea, 16(2), 24-30.

구라 할 수 있겠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출력

[11] Kim, D. Y., Lee, S. H., Lee, H. Y., Lee, H. J., Chang,

하는 장비의 장점을 활용하여 임상에서 더 쉽게 사

S. B., Chung, S. K., & Kim, H. J. (2005). Validation

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향 연구가 이어져야 할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것이다.

index. Spine, 30(5), E123-E127.
[12] 김창용, 최종덕, 김선엽, 오덕원, & 김진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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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용량 터치센서를 이용한 제스처 기반 보조 입력 장치

Gesture Based Auxiliary Input Device Using Capacitive Touch Sensor
김동호
Dong-Ho Kim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roomedia@naver.com
• 애플 Magic Mouse 2

요약문
마우스 입력은 입력 개수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
서는 정전용량 터치센서를 사용하여 기존 마우스에 제
스처 인식을 추가하는 보조 입력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제어
제스처 조작, 마우스, 아두이노, 정전용량 터치센서

1. 서 론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마우스는 입력 버튼의 가짓수도
적고, 만들 수 있는 조합도 적다. 대부분의 마우스는 이
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 버튼을 사용한다. 앞/뒤
로 가기 명령은 버튼을 눌러 곧바로 실행하며, 복잡한
명령의 경우 제스처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
하여 수행한다. 버튼이 늘어날 수록 비직관적인 형태가
되며, 제스처 버튼을 누르는 경우 비효율적이다.

그림 2 애플 Magic Mouse 2의 외양

애플의 Magic Mouse 2는 제스처 기반 마우스이며, 제
스처 인식을 위해 버튼과 휠을 없앴다.
• 애플 Magic Trackpad 2

이런 비직관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제스
처 기반 마우스가 등장하였다. 제스처 기반 마우스는
버튼과 휠을 제거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불편
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마우스의 특성을 유지하며 제스처
를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장치에 대해 기술한다. 기존 마
우스에 이 장치를 부착하면 본래 기능을 모두 사용하면
서도 제스처 기반 마우스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2. 본문

그림 3 애플 Magic Trackpad 2의 외양

2.1. 관련연구
마우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마우스를 개량한 다양
한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네 가지 형태를
소개한다.

애플의 Magic Trackpad 2는 제스처 기반 터치패드이
며, 커서 이동과 스크롤, 스와이프, 핀치 등의 기능이 멀
티 터치와 제스처로 이루어진다.
• 엘레컴 M-DPT1MRXBK

• 로지텍 G502 HERO

그림 4 엘레컴 M-DPT1MRXBK의 외양
그림 1 로지텍 G502 HERO의 외양

로지텍의 G502 HERO는 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버튼을 사용하며, 총 11개의 버튼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엘레컴의 M-DPT1MRXBK는 트랙볼을 이용하여 커
서를 움직이는 마우스이다. 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버튼을 사용하며, 총 8개의 버튼과 2개의 기울임 제
스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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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가지 마우스의 사양을 비교한 표이다.

간 전달한다. PC는 프로세싱 스케치를 통해 데이터를
해석하여 제스처 기능을 수행한다.

표 1. 마우스 사양 비교

2.4. 실험결과

제품명

해상도
(DPI)

무게(g)

버튼

G502
HERO

10016,000

121-139

11개

Magic
Mouse 2

지원
안함

99

Multi
Touch

Magic
Trackpad 2

지원
안함

231

Force
Touch
/ Multi
Touch

M-DPT1
MRXBK

500
/1000
/1500

162

8개

비고

표 2. 접점 상태와 제스처 진행 방향, 기능 목록표

접점 상태
휠
클릭,
좌우
동시
클릭
지원
안함

진행 방향

기능

비고

scroll
up

scroll
down

scroll
left

2.2. 하드웨어 구성
단일 정전용량 터치센서 회로 구성[1]은 그림 5와 같다.

scroll
right

송신 핀
수신 핀

undo

60 fps 기준
5 프레임 이내
scroll left 실행

redo

60 fps 기준
5 프레임 이내
scroll right 실행

표 2는 각각의 제스처와 제스처가 실행될 때의 접점 상
태를 시각화한 표이다. scroll left/right 제스처가 60
fps 기준 5 프레임 이내 실행될 경우, undo/redo 기능
이 실행되게 하였다.

전극
그림 5 단일 정전용량 터치센서의 회로 구성

손가락의 x축과 y축 좌표를 검출하기 위해 센서의 전극
을 3*3 배열 형태로 배치[2]한다. 마우스 주클릭 버튼
위에 센서 배열을 부착하여 기존 마우스 기능을 활용하
면서 제스처 기능을 추가한다.

입력 장치의 높이 변화는 1mm 미만, 지면에 뒀을 때 실
무게 변화는 3g 미만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조 입력 장치를 통해 기존 마우스의
장점을 살린 제스처 마우스를 설계하였다. DPI 조절 기
능과 인식 속도,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scroll up/down/left/right, undo/redo 제스처를 구현
하였다.
추가로, 필름 형태로 회로를 디자인한다면 디자인 변형
과 무게 증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전시 방법
그림 6 센서 배열을 마우스 주클릭 버튼 위에 부착한 모습

2.3. 소프트웨어 구성
이 장치는 시리얼 통신으로 사용자 PC와 아두이노 보
드를 연결하며, 아두이노 보드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

전시는 체험형 부스로 진행된다. 두 관람객에게 각각
기존 입력 장치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입력 장치가 주
어지며, 주어진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쪽이 승리한다.
문서 편집, 게임, 웹 서핑이 과제로 주어지며,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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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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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맞춤 음성 인식 조명
Customized Voice-Controlled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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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쉽게 접하고

요약문
본 제품은 스마트 기기와 친숙하지 않은 50 대
여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음성 인식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매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1.2 기획 목적

조명이다. 별도의 어려운 조작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자 생활 패턴에 맞추어 조명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품은 스마트 기기가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재 많은 제품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제작되고 있다. 기존의 조명은 사용자가 스위치를
통해 수동적으로 조명을 켜고, 꺼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한 후,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조명을 끄고
켜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주제어

하였다.

사용자 맞춤, 음성 인식, 스마트 홈, 스마트 조명

2. 프로토타이핑

1. 서 론

2.1 제품의 내용 – 구성 요소

1.1 제품 개요

• 제품 구성 요소

제품을 기획함에 앞서, 대상을 특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50 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에게서
선정한 키워드는 제품이 꼭 필요한가의 ‘필요성’,
사용하기 편리한가의 ‘편리성’, ‘스마트폰 사용 비중
감소’ 세 가지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인 조명, 떠오르고 있는
주제인 스마트홈, 50 대가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인 ‘편리성’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을

그림 1. 제품 구성 요소 및 기능

제품은 다음 요소들로 구성된다.

종합하여 사용자 맞춤 음성 인식 조명을 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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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전체를 두르는 LED 스트립,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 센서, 초음파 센서, 음성 인식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2.2 제품의 내용 – 기능
• 메인 조명

그림 3. 푸른 조명
그림 4. 침대 주변 백색 조명

침대 헤드와 매트리스 부분에 압력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침대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첫 번째, 누워서 휴식하는 것, 두 번째,
침대 헤드 부분에 기대어 휴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처음 사용자가 침대에 앉거나 누웠을
때, 휴식하기에 적절한 푸른 계열의 조명이
켜지게 된다.

그림 2. 메인 조명

또한, 사용자가 침대 헤드에 기대어 다른 작업을

사용자가 방 안에 들어올 때, 문 앞에 설치된 압력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 전체의 푸른 조명은

센서로 사람이 감지된다. 그 후,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하되, 침대 주변은 기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게

수 있도록 일반 백색 조명이 켜지게 된다.

된다.
방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문

• 외출 준비 조명

앞의

압력센서로 사람이 나가는 것을 감지한 후, 일정
시간 이상 방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다면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게 된다.
또한,

음성으로

조명을

끄고

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제품명), 불
꺼줘’, ‘(제품명), 불 켜줘’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외출 준비 조명

사용자가

화장대에

앉았음을

압력

센서가

감지했을 때, 공간 전체에 기본 백색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외출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화장대 근처에 더 밝은 빛이 켜질 수 있도록 한다.

3. 제품의 차별성
기존의
• 침대 보조 조명

조명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사용자가

조명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예측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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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조명이 사용자에게 맞추어 조절될 수
있도록 한다.

5. 프로토타입 구현 방법
폼보드를 사용하여 공간을 제작한 후, Arduino
Uno 와 LED Stripe 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조명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대 효과
이 제품의 가장 큰 목적은 스마트 기기가 특정
대상들만의 점유물이 아닌,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기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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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현재 상가의 영업 여부와 상가 내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요약문
초음파센서와 인원 계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식점 및 상가의 출입문을 통과하는 인원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측정된 정보는 Wi-Fi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Cloud Server)에 전송 및
저장되고,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서
해당 상가의 현재 영업 여부, 상가 내 혼잡도 등을

2. 본문
2.1 인원 계수 방식
기획한 앱 서비스는 상가 내로 들어오는 인원과
상가에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을 체크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그림 1 과
같이 A, B 라는 총 2 개의 초음파 센서를 한 세트로
구성하였으며, 두 센서 사이에는 약 8cm 의 거리를
두었다.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초음파센서, 인원 계수, Wi-Fi 통신망, 클라우드
서버(Cloud Server) , 영업 여부, 영업시간, 혼잡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일반 상가 등을 방문하려는 경우
여전히 전화를 이용하여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문하였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가는 영업
중이지만 상가 내 고객들이 많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오프라인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그림 1) 초음파 센서 2 개의 구성과 위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기를 이용하여 상가를 출입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한 뒤 정보를 전송한다.
이후 해당 상가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어플리케이션을

그림 2) 구현된 실제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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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의 경우 초음파센서에서 발생한 초음파는
벽에 반사되어 돌아오지만, 사람이 센서 앞을 지나갈
경우 초음파는 사람의 몸에 반사되어 평소보다 현저히
짧은 측정 거리를 보인다. 또한, 사람의 통과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가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상황 판단을 위해 2 개의 초음파센서에
특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원을 파악한다.
기기가 인원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A 센서에서 B 센서 방향으로 지나는 것을 상가
내로 들어오는 것(상황 1), B 센서에서 A 센서
방향으로 지나는 것을 밖으로 나가는 것(상황

그림 4) 2.2 영업 여부 판단 알고리즘

2.3 데이터 전송

2)이라고 가정하겠다.
상황 1 의 경우 A 센서가 가장 먼저 사람을 인식하고,
그 후 걸음을 옮김에 따라 A 센서와 B 센서 모두가
인식하며, 마지막으로 B 센서만 인식한 후 지나간다.
이와 반대로 상황 2 의 경우 B 센서가 가장 먼저
사람을 인식하고 그다음 A 와 B 센서가 동시에 사람을
인식하며, 이후 A 센서만 사람을 인식한 뒤 사람은
상가를 나간다.

데이터 전송의 경우 기기 내 Wi-Fi 모듈을 설치하여
기기가 해당 상가의 Wi-Fi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Wi-Fi 를 통해 받은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Cloud Server)에 전송 및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인원 데이터는 각 상가의 수용 가능 인원과
영업시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된다.
2.4 실험 및 분석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인원 계수 방식과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두이노(Arduino
UNO)를 이용하였는데, 아두이노에 사람 인식 및 인원
계수를 위한 두 개의 초음파 센서(HC-SR04)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Wi-fi 모듈(ESP-01)을 연결하여 실험을

그림 3) 상황 1 에 대한 예시

진행하였다.
2.2 영업 여부 판단 알고리즘

초음파 센서의 경우 센서 간 간섭방지와 사람
신체의 측면 두께를 고려하여 센서 사이에 8cm
정도의 거리를 두었다. 센서의 인식 정확도와

상가의 현재 영업 중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에서
설명한 인원 계수 방식과 실제 해당 상가의 정해진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두이노에
소스를 입력하였고, 센서와의 거리와 사람의
이동속도를 변화해가며 인식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영업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인원 계수 알고리즘은 상가의 지정 영업시간이 끝날
경우 0 으로 초기화되어 다음 영업 시작 시간까지
대기하게 된다. 0 으로 대기하던 중 상가의 직원이나
운영자가 출입문을 들어오게 되면 인원 계수가 0 에서
1 또는 그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만약 설정된

실험을 하였다.
측정된 실시간 인원 계수 데이터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Wi-Fi 모듈(ESP-01)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다.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 실험을 위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ThingSpeak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였으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제작 툴인 앱 인벤터(App Inventor)로 출력하였다.
여기서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해당 상가의 적정 수용
인원에 대한 혼잡도를 판단하였으며, 혼잡 정도에

영업 시작 시각이 9 시이지만 현재 시각이 그 전이라면
영업 중이 아닌 것으로 표시가 된다. 하지만 현재
시각이 9 시 이후이며 측정된 인원이 1 이상이라면
영업 중인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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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커, “앱인벤터, 아두이노 wifi 로 연결하기”,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
gId=winkck&logNo=221091128214&proxyR
eferer=https%3A%2F%2Fwww.google.co
m%2F
3. Mjroval, “IoT Made Easy With UNO, ESP-01,
ThingSpeak and MIT APP Inventor”, circuits,
https://www.instructables.com/id/IoT-MadeEasy-With-UNO-ESP-01-ThingSpeak-andMIT

그림 5) 앱 서비스 프로토타입

3. 결론
3.1 결론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와 실험은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진행 방향에 따른 상가 내 인원을 측정한 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상가의 영업 여부와 혼잡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된 인원 데이터를
Wi-Fi 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수집한 뒤
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는 오프라인상에서 상가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상가의 현재 영업 여부와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음파센서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변화를 통해 사람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구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유용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4. 참고 문헌
1. 디바이스마트, “초음파 센서 HC-SR04 사용하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no1_devicemart/221
5604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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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oogle map

요약문

Google Map 은 지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app 이지만 사용자들은 위치 검색 이외에도 사진과
평점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에 대한 경험과 구체적인 정보를 리뷰 형식으로
공유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해당 위치를 역으로
추적하기도 한다. 이는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영역적 행위로, 위치기반 SNS 에서의
사용자들의 공동 경험에 대한 경쟁적 요인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컨셉과 같은 맥락이다.

관광은 장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관광 경험은
기록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외국인들은 교통카드를 쓰게 되는데, 관광
기념품으로써 간직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매개로
관광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안해본다.

주제어
관광, 여행경험, 서비스 디자인, App, UI, UX

1. 서 론
위치 기반의 SNS 에서는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관광지의 사진 혹은 글을 남겨 사람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같은 공간, 같은
장소를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강한
귀속 의식을 가지게 된다. [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비스에서 사용자 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가 사용자
개인의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관광은 장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관광 경험은
이를 기록하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하철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치를 기반으로
기록된 사용자 개인의 기록 및 공유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3. TRAPIC. : 여행 경험 기록 및 공유 플랫폼
3.1 Concept
본 서비스는 여행 기록 및 공유 플랫폼으로써,
공유와 기록, 물리적 매개체(카드)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다. 공유와 기록은 사용자 스스로와
사용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기록을 위한 것으로
app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여행을 기억하는
도구로써 간직되는 물리적 매개체인 카드를 통해서
접속하게 된다.
3.2 User Scenario

2. 관련사례

3.2.1 카드로 여행지의 정보를 얻는 것

2.1 Nike Run Club
Nike Run Club 은 사용자가 운동하는 동안 시간,
위치를 기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운동을 끝내고
사용자가 운동 중에 찍었던 사진을 골라 운동 시간과
경로를 포함하는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 app 내에서
사용자가 그날의 운동을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 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가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와 같은 형식이다

3.2.2 기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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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방문했던 나라에서의 좋은 경험을 그것으로
기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8/남/멕시코/20 대]

3.3 Prototyping
3.3.1 Cards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은
인상
깊은
방문지
1
위로
명동/남대문/북창 (58.3%), 2 위로 동대문 패션타운
(28.1%), 3 위로는 신촌/홍대 주변 (16.8%)을 뽑았다.
이에 따라 카드를 Historic Sites,
Shopping,
Day&Night 의 세 종류로 나누고 각각에 속하는 역
또한 관광지로 선정된 곳을 위주로 하되, 경로로
이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였다.

“재방문할 수도 있고, 하나의 기념품으로써
간직한다.” [응답자 5/여/중국/20 대]

5. CONCLUSION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여행 기록
및 공유 플랫폼으로써 특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기록에 대한 경험을 Redesign 했다는 점이다.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 사용자
스스로의 기록, 여행을 기억하는 도구로써 1 회용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1 차적인
프로토타입을 완료한 후, 사용자 평가의 결과를
수렴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연구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되었을 때, 여행 기록 및 공유
플랫폼으로써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 Card design

3.3.2 App
그림 2 와 같이 Trapic. app 에서는 크게 카드를
등록하고, 카드를 통해 역의 정보를 얻고, 사용자
개인의 컨텐츠를 보는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 가지는 카드로 여행지의 정보를 얻는 시나리오의
해당하는 것으로, 카드를 매개로 app 에 접속하며
카드를 통해 역 주변 장소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이후 기록 및 공유에서는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고,
기본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 중 사용자가 고른 사진을
위주로 구성된 개인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

6. 참고문헌

4. DISCUSSION

[3] googlemaps
https://www.google.com/maps/preview

[1] 배상원, 이혜인, 박혜진, 김진우 (2012).
경쟁과 협력 : 사람들은 왜 장소 맥락을 공유하는가?.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900-903
[2] 한국관광공사,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https://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t
status/forstatus/board/view.kto?id=431236&isNot
ice=false&instanceId=295&rnum=6 2019.10.22

1 차적으로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외국인 12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관광지에서의 체험
이상으로 관광 경험 후 남을 수 있는 기념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 회용
교통카드에 대해 12 명 중 7 명이 환급받지 않고
간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4] nikerunclub
https://www.nike.com/kr/ko_kr/c/nikeplus/running-app-gps

그림 2 Ap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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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청각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함은 없지만 안내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서 교통 약자로 고립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 안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고안하여 청각
장애인들의 공항 이용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제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청각장애인, 공항, 사용자 경험

공항 측에서 사용자에게 워치를 제공하기 전 사용자의
정보(이용하는 비행기의 출발 시간, 편명 등)를
입력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알림만 수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청각적 알림을 워치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간에서 Wi-Fi 가 수신되는 공항의 특성을
활용해 WPS(Wi-Fi Positioning System, 와이파이
위치 획득 체계)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 값을 수신 받아
그에 따른 필요한 정보(네비게이션)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고안했다.

1. 서 론

3.1 기능

공항은 청각적 정보와 안내가 매우 빈번하고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소리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듣지 못해 공항 측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1] 우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항 안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아이디어를

• 알림

제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기존의 해결 노력

사용자가 공항을 이용하며 받게 될 알림은 공항의
모니터링 팀 측에서 발송하게 된다. 알림이 워치에서
수신되면 진동을 통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알림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워치에 내장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전 알림을 다시 확인하고, 일정시간이
흐르면 기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된다.
• 네비게이션

2.1 인천공항의 사례
히어링 루프는 보청기의 텔레코일과 호환되어 소리의
잡음은
감소되고
음성의
명료도가
높아지는
청각보조장치로 현재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 14 곳에
설치 되어있다. [2]
2.2 문제점
하지만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경우 약 6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아 실제 히어링 루프를 활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

알림이

오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워치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최종으로
도착하게 될 탑승구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며,
중간에 특정한 위치(예: 면세점)를 지나게 될 때 마다
추가적인 알림(예: 근처 매장 정보)이 뜨게 한다. 만약
동행이 모두 청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워치를 통해
서로의 위치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2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 시나리오는 워치가 없는 경우와 워치가 있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Journey Map 으로 작성하였다.

3. 우리의 해결 방안: LOOKHEARING WATCH
우리는 공항을 이용하는 청각 장애인(이하 사용자)를
타깃으로 정하고, 공항 측에서 이들을 위한 공항 안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LookHearing Watch(이하 워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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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워치가 없는 경우의 사용자 시나리오

그림 2 워치가 있는 경우의 사용자 시나리오

• 워치가 없는 경우
공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힘들어진다. 특히 수화물 혹은 게이트 등 빠른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LookHearing Watch 를 이용함으로써 청각 장애인
측에서는 편리하고 빠른 정보 안내를 통한 보다 나은
공항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공항 측에서는 더 나은
공항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구현은 아두이노(Arduino)를 통한 프로토타입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워치가 있는 경우
워치가 없을 때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1. 항공 이용 경험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조사,
한국장애인연맹(2017)

4. 결론

2. 인천공항, 사회 취약계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항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인천국제공항

일반인이 공항을 이용할 때에 비해 청각 장애인은 많은
정보를 놓치며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LookHearing Watch 를 설계하였다.

보도자료(2018)
3. 보청기 착용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의 특성 분석
연구, 김건구(2017)

- 1283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날씨 정보 기반 사용자 맞춤형 큐레이팅 서비스
Customized Curation Service based on Weather Information
김정민
Jeongmin Kim

김은주
Eunju Kim

김문성
Moonsung Kim

이지용
Jiyong Lee

안준호
Junho Ahn

이승우
Seungwoo Lee

문석현
Seokhyeon Moon

이민구
Mingu Lee

서울대학교
SNU
fdsalka1654@snu.ac.kr

서울대학교
SNU
seascent3@snu.ac.kr

KAIST
KAIST
ms721@kaist.ac.kr

KAIST
KAIST
easy_dragon@kaist.ac.kr

KAIST
KAIST
dwg226@kaist.ac.kr

KAIST
KAIST
lyf738@kaist.ac.kr

KAIST
KAIST
mshmjp@kaist.ac.kr

서울대학교
SNU
hybop@snu.ac.kr

는 플랫폼 환경에 최적화된 유저 인터 페이스 역시 경

요약문
본 글에서는 날씨 정보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추천 어
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기존의 날씨, 큐레이션,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분석하고, 사용자 조사를 통해 정교하고
섬세화된 상품 추천 서비스를 구상하였다. 직관적인 실
시간 날씨 정보와 그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디자인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안한다.

쟁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용자 조사
날씨 앱과 온라인 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실태 조
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AIST 및 서울대
의 학부생 커뮤니티 및 대학원에 배포함으로써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총 152개의 응답을 얻을 수 있

주제어

었다.

날씨 마케팅, 큐레이션, 기상 정보, 라이프스타일, 머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를 핸드폰에 내장된 기본 어플

러닝, 앱 디자인

리케이션을 통해 본다. 80%의 소비자가 출근 전, 15%
가 기상 직후, 20.5%가 자기 전에 날씨를 확인한다.

1. 서 론

84.2%의 응답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지만,

배경 및 목적

응답자 중 33.6%만이 온라인 쇼핑에서 제공하는 개인

현 정보과잉시대에서, 소비자는 두가지 커다란 문제점
에 조우한다. 첫째,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둘째, 수많은 광고가 소비

별 추천 상품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는 곧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 친숙하나, 현재
시장의 추천 서비스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선호 받

자에게 도달하고, 이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 이러한 문

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관
심도가 높을만한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큐레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만사항에 관련한 질문을 통해

션 서비스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70% 의 사용자는 불필요한 광고 및 선전에 대해 불편
함을 호소하였으며, 25.5%는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이에 발맞추어 본 글에는 '날씨 정보 기반 상품 큐레이
팅 서비스'를 제안하는 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
을 세울 때 날씨를 고려하며, 날씨는 사람들의 감정과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1,2]. 날씨에 대
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제품 추천의 당위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냈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개선된 추천 서비스와 더불어 불필
요한 광고와 선전을 줄인, 종합적으로 더욱 섬세하고 정
교화된 상품 추천 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
였다.

2. 본문

시장성

서비스 및 구성도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날씨 어플리케이션은
그 숫자도 많을 뿐더러 많은 앱들이 전 연령층, 성별 구
분없이 높은 다운로드 수를 보이고 있었다. 일부 예시로
‘기상청 일기예보’, ‘야후 날씨’ 등은 천만 다운로드 이
상을 기록하였다.
또한, 모바일 커머스 시장 역시 커져가는 모바일 플랫폼
의 확대에 발 맞추듯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3], 달라지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하루에 공감해주기'라는
목표를 가진 날씨앱 기반 큐레이팅 서비스로, 실시간 날
씨정보와 동시에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추천 서비스는 앱에서 수집된 사용자 정보와
Factorized Machine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기술로 구현된다.

- 1284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예상 수익 모델

그림 2 예상 수익 모델의 모식도.

본 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은 그림 2와 같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제품의 MD를 광고의 형

그림 1 서비스의 디자인과 구성도. 화살표는 선택 시의 화면
전환을 의미한다.

태로 광고주에게서 받아오는 수익구조를 띄고 있으며,

사용자가 앱을 열면 가장 처음으로 현재의 날씨 정보를
접하게 된다. 스크롤 하여 아래로 내리면 직관적인 이미
지와 아이콘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기
존의 숫자 위주의 정형화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
든 정보의 제공보다는 하늘 사진, 체감 날씨를 표현한
문장, 최근 날씨와의 비교 시각화 자료 등을 통한 사용
자가 단숨에 날씨를 판단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구현된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소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고 제품 홍보가 가능한 플랫폼을 광고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결론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하는 '날씨 정보 기반 맞춤형 상품
큐레이팅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기대된다. 첫
째, 자극적이고 과도하게 노출되는 광고들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상정보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기존 날씨앱과 차별점을 갖는 핵심 기능인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는 상단의 원형 아이콘을 통해 구현된다. 당
일 날씨에 맞게 라이프, 음식, 의류, 엔터테인의 카테고
리로 이루어져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 선택한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매 또는 예약서비스를 진행할 수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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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저조한 유기동물 입양 현황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분석을 바탕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 장려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유기동물 관련 플랫폼 조사,
사용자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의 분석 결과를

탐색한

바를 바탕으로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 대한 탐구

바탕으로 반려동물 중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집사랑’을 유기동물의 입양률 저조 및 부정적 인식

2.1. Cognitive Task Analysis
가장 먼저 본 고에서 확인한 것은 반려동물을 탐색하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지적 절차를 수행하는지, 어떤

주제어

인지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유기동물, 설득적 컴퓨팅,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근래 반려동물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 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 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신규 반려동물은 총 14 만
6617 마리로 2017 년에 비해서 39.8%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문제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거나, 향후 동물을
키울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ognitive Task
Analysis(이후 CTA)를 수행하였다. 본 분석은 총
5 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피험자들에게는 “내가
입양할

한

마리의

동물을

찾기”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피험자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Think aloud 방식을 활용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하여

진술하였고,

피험자들의

육성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화면을 녹음하였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 등록 반려동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유실, 유기 동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약 18%가 증가한
상황이다.
보호중인

유기동물들의

경우에도

문제는

많다.

보호중인 동물의 비율은 지난해 4.7%에서 11.7% 로
증가한 반면, 입양되는 유기동물의 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중인 유기동물 중 27.6%만이 분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15 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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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정보 탐색 과정

편차가 심하다는 점, 게시물 작성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CTA 결과 사람들이 [그림 1]에 묘사된 것과 같은

존재하지 않아 정보 탐색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과정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아지냥이’는

있었다. 본 분석 결과, 사람들이 유기동물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법을 더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나타났다.

서비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림 1]의 0 차 갈림길 부분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유기동물 입양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인 관련 커뮤니티, 반려동물
의료정보, 유기동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험자들은 입양할 동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검색에

반려동물을

가장 쉽게 노출되는 펫샵 또는 분양 카페에서 동물
입양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공하고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 입양 프로세스가 주 기능이 아니기

두 번째는 [그림 1]의 1 차 갈림길 부분이었다. 0 차
갈림길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한

피험자들도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피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때문에

반려인의

기르는데

유기동물

활동을

필요한

입양

지원해주기

정보를

서비스가

위해

체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하게 많은 기능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보 탐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 정보의 분산 2)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정보들의 범람
3) 입양하고자 하는 개별 유기동물에 대해 지나치게
적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정보 탐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유기동물 입양이라는
단계까지 아예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유기동물
입양을 생각하더라도 이를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유사 서비스 탐색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존재하는
유기동물 입양 관련 서비스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았다. 조사 대상
서비스로는 포인핸드, 아지냥이, 종합 유기견 보호소 세
곳을 선정하였다. 해당 서비스들은 유기 동물 입양 및
임시보호, 자원 봉사와 같은 유기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선정하였다.
‘포인핸드’는 모바일 기반의 종합 유기동물 플랫폼으로
유기동물 입양, 임시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실 동물에 대한 공고 서비스를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을 생각하는 경우, 혹은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경우에 가장 용이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포인핸드는 구조 동물의 숫자와 입양률,
안락사율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게시물 업로드
자체는 보호소의 주관이라 보호소 간 게시물의 질적

그림 2 ‘아지냥이’ 및 ‘포인핸드’의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종합 유기견 보호소’의 경우에는 실종
동물 찾기, 보호소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주 기능으로
삼는다. 다만 해당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모호하고, 반려동물 정보란에 해당 동물에 대한 사전적
정보만 나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 분양 완료 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며 동물 정보 탭에는 실제 동물 관련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 등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용자가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CTA 와 유사 서비스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재 존재하는 유기동물 관련 플랫폼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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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야 할 지 추가적인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입양 절차와 현황,

살펴보았다.

홍보에 대한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자,

3. 아이디어 발전 과정

유기동물 보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초기 기획
앞서 진행한 인터뷰와 CTA 결과에 따르면, 입양
희망자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후원하고 입양하는 일에 막연함과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띨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deation
과정을 거쳐 ‘AR 기능과 우연 Serendipity 에 따른
서사성을 활용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사용자가 자주 들여다 볼 수 있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형태로
사람들이 느낄 막연함을 줄이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

3.2. 전문가 인터뷰 진행
현재 국내에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단체들
중 강동 리본 센터, 유기동물 행복 찾는 사람들(이하
‘유행사’), 고려대학교 고양이 쉼터(이하 ‘고고쉼’) 측에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질문 내용은 크게 아이디어의
수요 검증을 위한 단체의 홍보글 작성 프로토콜에 대해
묻는 파트와,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현 입양
시스템과 그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 묻는 파트로
구성하였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유기동물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위해 게임 내 UI
스케치와 간단한 Interaction 구성을 기반으로 한
Low-fidelity Prototype 을 제작했고, 총 5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Heuristic
Evaluation
을
진행하였다. 평가는 평가자에게 시스템의 Task flow 와
시나리오를 설명한 후, Think Aloud 를 통해 평가 기록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점들을 정리한 결과, 게임의
형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자칫 입양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후원 기능을
통해 보호소들이 겪는 금전적 문제에 도움이 줄 수

그림 3 인터뷰 질문지 양식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입양률 저조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했다.

인터뷰의 응답에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와

우선 대중매체를 통한 노출과 유기동물 입양률 증가

임시보호자들을 위한 ‘입양 홍보글 작성을 돕는
가이드라인 제공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많은 동물들을
관리해야

하는

보호소

측에서도,

개인

단위로

임시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보호자 측에서도 수많은
홍보글 중 입양 희망자들의 눈에 띄는 홍보글을 쉽게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동물들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문제도 심각한데, 이는
사람들이 입양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입양 이후가
되어서야 깨닫고 파양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홍보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뷰를 진행한 세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지상파 방송, 뉴스에 노출되고 난 후 입양
문의

연락이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셜 미디어 홍보 효과도 상당히
높은데, 유명인사의 소셜 미디어에 유기동물과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동물들의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입양 문의와
계정 구독자 수가 상당수 증가했으며, 이러한 홍보
효과 때문에 구독자 층을 넓히고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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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정 및 프로필의 분리

두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내용이다. 펫샵을 통한 분양
뿐 아니라 보호소에서 입양되는 동물들도 상당수가
작고 어리며 유명한 순혈품종인 개체들이며, 이는
사람들이 믹스종, 나이가 많은 개체, 장애를 가진
개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개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입양률이 저조하여 보호소 측에서는 보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입양 공고를 재업로드하는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컨텐츠 중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급되었듯,

소셜

사용자 혹은 단체 단위로 존재하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계정과 사용자는 일대일로
대응하고, 계정은 게시글이나 다른 계정 혹은 프로필과
상호작용하는 단위이다. 유기동물을 여럿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의 경우, 한 계정에 여러
프로필의 수정/작성 권한 등이 종속되어 있으며, 이
프로필들은 일괄적으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

3.3. 최종 기획

인터뷰에서도

‘집사랑’에서는 ‘계정'의 개념과 ‘프로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계정'이란

미디어와

각 계정의 페이지는 보호하고 있는 모든 동물의
프로필로 연결되며, 모든 동물의 게시글을 일괄적으로
볼 수도 있다.

같은

대중매체는 입양률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많이 소비되는 동물들의 일상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업로드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컨텐츠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사람들이 유기동물과 입양에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이다.
기존 기획안이었던 ‘홍보글 가이드라인 제공
서비스’로는 각 개체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치중했으며,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동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힘들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상에서 동물의 일상을 담은 컨텐츠에 주기적으로
노출된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정서적 친밀감을 쌓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CTA 에서도 앞서 지적되었던
정보의 분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양
희망자가 웹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곳곳에서
입양 정보를 직접 찾아야 했으나, 관심 있는 보호소
계정을 검색하여 접근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동물의
계정을 팔로우하여 일상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즉,
입양 정보를 하나의 소셜 미디어 공간 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여러 소셜 미디어가 존재하는
만큼, ‘반려동물 소셜 미디어’로서 기존의 다른 소셜
미디어들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기능을 두고자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집사랑’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4 (왼) 계정 인터페이스 (오) 프로필 인터페이스

‘프로필'이란 개별적인 동물에 해당하는 게시 단위이다.
하나의 프로필에는 개별적인 동물과 관련된 정보 및
게시글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임시보호 혹은 입양
시에는 프로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각각의 프로필을 팔로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계정에 대한 정보가
함께 공개된다. 계정 및 프로필의 구분은 게시글
업로드 시에만 유의미하며, 특정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 게시글을 업로드하려고 할 경우,
계정(사용자)에

업로드할지,

특정

프로필(동물)에

업로드할 지 결정할 수 있다.

4.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성
앞서 서술된 디자인 과정 및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집사랑’을 디자인했다. ‘집사랑’은 크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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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이를 더욱 든든하다고 느끼기도 한다[4].
이를 바탕으로 ‘집사랑’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호를
표현하는 기능을 ‘북마크'로 대체한다.

그림 5 업로드 인터페이스

4.2. 대안적인 Engagement Metric 사용
‘집사랑’은 기본적으로는 소셜 미디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기존의 소셜 미디어와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Engagement metric 에서도

그림 6 북마크, 알리기, 추천 인터페이스

기존의 시스템과는 상이한 상호작용 방식을 도입한다.

있으며, 이는 이후 본인의 계정에서 ‘모아보기' 기능을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상호작용인 ‘알리기 (Boost)’의
사용이다. 본 기능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더 많은

사용자는 선호하는 게시글에 대해 북마크를 지정할 수
사용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응과 관련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상호작용

소셜

방식이다. Wohn et al. 은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
지원을 돕는 소셜 미디어인 ‘Buddy’에서 피드를 두

경향성은 공개된, 서로 비교 가능한 수치가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3]. 실제로

개로 구분, 게시물들이 단순히 시간순으로 나열되는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는 이와 같은 공개된

피드와 ‘Bell’이라는 기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게시물을 모아 놓은

상호작용 수치를 게시글의 주인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점진적인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5]. 이는

피드를

유기동물에

모두

사용한다[3].

대부분의

기존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방식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좋아요', 혹은 Reddit

대한

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사회적

편견과

비교의

비선호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등의 ‘Upvote’ 시스템)을 피드 구성 알고리즘에서도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집사랑’에서는 게시글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수치로

미디어에서

4.3. 지원 유도

‘알리기'를 도입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공익적인

‘집사랑’은 단순히 동물 관련 문제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입양률 증가 및

목적을 가지고 게시물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두 번째 특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한다. ‘집사랑’에서 실질적인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주류 소셜 미디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좋아요
(Like)’의 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좋아요'
기능은 사용자들이 직접 업로드하는 컨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함으로서 심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경쟁 혹은 심리적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의 일부는

첫 번째는 비 입양 지원의 활성화 및 후원의 접근성
강화이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대부분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비공식적으로
유기동물을
구조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또한 이와 같은

용어 혹은 기능의 대체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데, 예를

자원의 제약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호소들은
대부분 인력의 보강을 위해 자원봉사 시스템을

들어, ‘좋아요' 대신 ‘포옹 (Hug)’로 용어를 바꾼 경우,

운영하며,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후원금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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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한다. ‘집사랑’에서는 게시글 업로드 시 지원

유기동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식을

요청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후원을 의도할 경우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마련하였다.

루트를 제공한다. ‘집사랑’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증가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면, 시스템 내에서 직접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비 입양 지원을

이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집사랑은 기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유기동물 입양과 간접 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계정과 프로필의 구분 등을 통해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도입했다.

관리해야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담도 덜 수 있을

두 번째는 추천 알고리즘의 활용이다. 앞서 서술한

것으로 기대한다.

바와 같이, ‘집사랑’에서는 고유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다만, 실제 유기동물 보호소를 어떻게 본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개별 보호소에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알리기'를 도입한다. 이를 활용하여
피드 구성 시 ‘알리기'를 많이 받은 게시글을 접근성이
좋은 피드 상위에 배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 혹은
게시글이 더욱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계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도중 접촉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과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지원 요청 여부에 따라 추천 알고리즘
내부의 우선순위를 더 높게 배정한다. 이에 따라
게시글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 경우
피드 구성 시 상위에 배치하거나, 팔로우하지 않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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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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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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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감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랑’에서는 소셜 미디어
형태를 통한 유기동물의 대중노출을 통해 거리감을
없애고 홍보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알리기’와 같은 대안적인 Engagement
metric 을 사용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마크 기능을 통해 ‘좋아요'를 대체하고

and Social Media (2017)
4.Ahmadi, M., Schneider, M. E., Kadam, R., &
Wohn, D. Y. Designing paralinguistic digital
affordances for social support. In Proc. CH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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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nstagram Is Testing Hiding Number Of Likes On
Posts In 7 Countries
https://www.npr.org/2019/07/27/745835783/inst

이러한 반응에 대한 수치를 비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이나 편중된 관심을

agram-is-testing-hiding-number-of-likes-on-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posts-in-7-countries

후원 루트를 제공해줌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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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본 작품은 실감형 미디어의 몰입감을 위한 다채널
영상 스크린과 다채널 스피커로 구성된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이다. 본 플랫폼을 통해 시연되는
콘텐츠는 사전 제작 단계부터 다채널 스피커 활용을
목적으로 준비 빛 제작 되었으며 체험자의 상황에
맞춰 스피커의 갯수를 변경해도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앰비소닉스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2.1 작품 내용
본 작품에는 16 개의 5 인치 스피커가 Lower,
Middle, Upper 총 3 개의 레이어(Layer)와, 1 개의
서브우퍼로 구성되어 있다. Lower 와 Upper 에는
4 개의 스피커가,
Middle 레이어에는 8 개의
스피커가 체험자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작품에는 360 카메라로 촬영되고 입체음향 기법으로
녹음, 믹싱된 실감형 콘텐츠를 탑재해 체험할 수 있다.
5.1 채널, 7.1, 7.1.4 채널 등의 포맷을 플레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스피커 배치는 3OA(3rd Order
Ambisonics)에
최적화
되어있다.

주제어
가상현실, 이머시브오디오, 실감음향, 입체음향

1. 서 론
1.1 작품 개요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중 하나인 가상현실은
5G 시대를 맞아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가 다시금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가상현실 콘텐츠는
시각중심이 활성화 되었었지만 최근 입체음향,
실감음향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몰입형 콘텐츠에
음향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시각과 청각의 완벽한 몰입감을
위한 다채널 영상과 다채널 스피커를 활용한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그림 1 현재 설치된 다채널 스피커 레이아웃의 모습

1.2 목적

현재의 스피커 레이아웃에는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있지 앉지만, 다채널 영상을 위한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상과 함께 몰입형 콘텐츠를 체험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상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본 작품은 HMD(Head-Mounted Display)에서
벗어나 확장형태로 가상현실을 체험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위한 몰입형 음향의 새로운 스피커 레이아웃 구축을
제안하여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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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 효과
본 작품은 입체음향을 포함한 실감형 미디어를 실제
환경과 흡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의
스피커를 통해 듣는 입체음향은 체험자가 실감형
미디어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림 2 다채널 스피커 레이아웃의 예상도

2.2 차별성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스피커 레이아웃은
Middle 과 Upper 레이어에만 존재했다. 하지만
VR 은 실제 환경을 가상에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몰입감에 도움을 준다. VR 에는 앞과 뒤, 좌와 우,
위와 아래 360 도의 모든 방향이 존재하고 어느
방향을 바라볼지는 체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방향에서는 동일한 사이즈와
동일한 출력을 내는 스피커들을 배치해 체험자의
몰입감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본 작품은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재 17 개의 스피커를 배치했지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스피커의 개수를 더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체험자를 둘러싼 16 개의 스피커와 1 개의
서브우퍼는 체험자가 동시에 재생되는 영상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존의 5.1 채널,
7.1.4 채널 등에서 벗어나 Lower, Upper 레이어까지
스피커를 배치해 360 도 전 방향에서 소리를
출력하며, 더욱 현실감 있는 VR 콘텐츠에 도움을
준다. 본 작품을 통해 실감형 미디어에서의
입체음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지원사업과
성결대학교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스피커의 위치를 재배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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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일반적인 멀티미터는 가운데 배치된 레버를 돌려 측정

메이커 문화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메이킹에

단위(모드)를 설정하고 두개의 프로브를 목표부분과
접촉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품의 UI 는

필요한 도구들의 사용 연령과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아두이노를
활용한

전문가를 위해 디자인 되어있어, 메이커 문화에
입문하려는 사용자가 익히기 어렵다. 1.1 미터 길이의
긴 프로브 도선은 초보자의 작업을 방해하고, 책상이나

프로젝트에는 멀티미터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낮은
연령의 메이커를 대상으로 디자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작업대에 정돈하기 어려워 작업 환경을 어지럽힌다.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RAVit 을 제안한다.

문제점들은 작은 펜 형태, 카드 형태의 멀티미터 제품

주제어

모두에 해당된다.

Multimeter; maker culture; DIY; Arduino; circuit;

이에 RAVit(Resistance Ampere Voltage it)은 찾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하나의
오브제 형태로 녹여낸 제품 RAVit 을 제안한다.

1. 서 론
1.1 메이커 문화의 등장과 낮아지는 장벽

2. 본문

코딩 의무교육과 3D 프린터의 가격 저하에 따라서
저연령층의

메이킹

활동도

빠르게

멀티미터를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
아두이노를 포함한 전자 회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멀티미터의
경우 메이커를 만족시키기 보다는 기능적인 개선에만

전자 회로를 검사할 때에는 정확한 전류와 전압 확인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멀티미터를
새롭게

위해 멀티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1.2 시장에 나와있는 멀티미터의 문제점들

디자인하였으며,

메이커

문화가

모든

연령층과

사용자에게 퍼져 나가게 기여하고자 한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측정 단위에 따라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되는 멀티미터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멀티미터의 모습(Fluke 282
EX)

그림 2. 스케치를 바탕으로 구상한 3D 프린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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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AVit 의 부위별 설명

있도록 하고, 각 기능을 9 상징하는 글자 혹은 기호를
각인했다. 다이얼 내부에 고정된 LED 는 선택 모드를
알리는 불빛을 내어,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사용
중인지 알려준다. 또한 다이얼을 이용해 새로운 모드로
진입하는 순간에는 스피커 모듈을 이용해 선택된
기능이 변경됐다는 신호를 청각적으로 전달한다.
멀티미터 본체인 토끼 내부에서는 14 Segment 의
글자를 은은하게 외부로 비추어 측정된 값을 표시한다.
2.3 프보르를 토끼의 귀로 표현
그림 4. 제어기 도해

프로브에 연결되어 있는 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토끼의 귀 2 개를 프로브로 바꿈과 동시에,

2.1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터 제안

청소기, USB 등의 오토 릴(Auto Real)기능을 넣어

사각형 본체나 볼펜형 프로브와 같이 정형화된
멀티미터의 외관을 일반인에게 더 친근하게 바꾸기

멀티미터 사용이 끝난 후에 프로브의 전선이 멀티미터
본체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프로브 2 개

위하여 일상생활 속 라디오, 동물, 클래식 전자기구
등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진행하였다.(그림 3) 그

몸통에 각각 자석을 배치하여 달라붙게 하였으며, 이

중에서 토끼 모양을 형상화한 멀티미터 본체를

정돈성을 향상시켰다.

프로브 2 개 또한 토끼 몸통 내부에 부착된 자석과 붙어

중심으로 새로운 멀티미터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2.4 오브제 안의 디스플레이

2.2 토끼 꼬리 형상의 모드 셀렉터

멀티미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모양이 데스크,

다이얼 부분을 토끼 꼬리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측면부의 토끼 몸체 형상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오피스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에 멀티미터를 하나의
오브제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토끼 전체의 원형 몸통의

토끼의 전체적 모습에서 꼬리의 비율을 가진 다이얼을
배치하였다. 해당 다이얼 부분에는 전류. 전압, 저항,

모습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토끼의 눈, 멀티미터의
숫자를 모두 내부에서 LED 를 비추어 케이스를
투과하여 나오도록 제작하였다. 토끼의 눈은 충전

연결성, 전원 off 모드인 5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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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연결성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붉게 변하여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고자

5. INA219
Zerø-Drift,
Bidirectional
Current/Power
Monitor
...

하였다.

http://www.ti.com/lit/ds/symlink/ina219.pdf
6. Speakers

|

Audio

Products

|

DigiKey.

https://www.digikey.com/products/en/audio-

3. 구현 방법

products/speakers/156.

제어기 도해는 그림 4 와 같다. STM32L432KC 에서

7. Quad Alphanumeric Display - White 0.54 Digits

제어를 하며, INA219 모듈에서 검전을 한다. 중간에서

w/
I2C ... https://www.adafruit.com/product/2157

릴레이 모듈이 전류, 전압, 저항, 연결성, 전원 Off
모드에 따라 GND 연결 지점을 바꾼다. TD2005N1

.

모듈이 연결 시 일반적인 멀티미터에서 나오는

8. Ma Dong Hyuk, Jo Hyung Jun, Nam Tak Jin,

부저음이 아닌 특정 음을 스피커 모듈을 통해 나오게
한다. 14Segment 윗부분은 수치에 대한 정보를,

“DIY

Technique

of

Home

Robot

for

Customizing”, Proceedings of HCI Korea 2019,

14Segment 아랫부분은 단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6-9.
9. Kwon Woo Jung, Baek Yuncheol, Kwon Jieun.

4. 결론

"Analysis of Values and Development Direction

메이커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연령층이 낮아지고

for Domestic Maker Movement."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0.1

넓어짐에 따라 멀티미터의 사용층 또한 넓어지게 된다.

(2019): 36-49.

이에 발 맞추어 모든 연령층에 알맞은 사용성과 데스크
위에 있을 때에도 자연스러운 멀티미터 RAVit 을
디자인하고

구현하였다.

차후

다듬은

형태의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제작하여 사용성
평가와 시장 반응을 보고자 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19 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N00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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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 Bye Stress -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제스처 인식과 동적 프로젝션
맵핑 애플리케이션 구현
Bye Bye Stress - Gesture Recognition with Deep-learning And Dynamic
Projection Mapp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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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요

공연을 올리려고 하는 반면 아직 대중들에게
프로젝션 맵핑은 야외에서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

'Bye Bye Stress'는 만화에서만 보던 주인공들의 무술
동작을 따라 함으로써 굳어 있던 몸을 움직이고 내

거대한 ‘이벤트 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공감하기 쉬운 주제와 동적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연결시켜 보다 좁은

안에 숨어있던 스트레스를 꺼내어 해소시키는 동적
프로젝션 맵핑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작품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제스처를 학습시켜 관람객들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이 프로젝션 맵핑과 친숙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동적

다양한 신체조건에서도 자연스러운 제스처 인식을
유도한다. 또한 대중들에게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동적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를 '스트레스 해소'라는
공감하기

쉬운

주제와

이해하기

쉬운

프로젝션 맵핑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직관적

인터렉션 효과를 통해 즐겁고 신선한 경험으로
제공한다.

2. 작품의 내용

주제어

첨단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는 세태에
적응하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은 가끔 독이 되어

Gesture

recognition,

Deep-learning,

Dynamic

자신들도 모르게 체내에 불안이나 피로로 쌓인다.

Projection Mapping, New Media Art, Media
contents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
만화 속 주인공들이 떠올랐다. 어려움에 직면할

1. 기획목적

때마다 분노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그들을 자세를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만화에서

딥러닝 학습을 통해 제스처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이 주목 받고 있다.

자주 나오는 주인공들의 무술 동작과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인터렉션 효과를 연결했다. 본 작품에는
딥러닝 학습을 통해 입력된 3 단계의 무술 동작과

미디어 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무대연출에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에 자연스러운 제스처 인식 기술이

그에 맞는 인터렉션 효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다.

더해지면서 관람객들은 예술가의 상상력에 이전보다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과 주변을
더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관람객들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대다수의 프로젝션
맵핑 공연이 라이브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적
프로젝션

맵핑은

갑작스러운

돌발

본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2.1 관람 방법

상황이나

관람객은 흰 벽 앞에 표시된 공연자 영역에 서서

관람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다른
효과를 주며 공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를 정면을 바라본 뒤 준비된 3 가지
동작(표 1)을 순서대로 혹은 자유롭게 진행한다.

매력적인 연출 방법이다. 실제로 많은 퍼포먼스

관람객의 제스처에 따라 적절한 인터렉션 효과가

공연자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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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신의 동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스처 인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공연자의

인터렉션 효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재미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제스처에 따라 실시간 인터렉션 퍼포먼스가 가능한
동적 프로젝션 맵핑 연출이 시도되고 있다. 본 작품
또한 동적 프로젝션 매핑 작품으로서 관람객의

2.2 무술 동작
동작은 총 3 가지이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숨어있는

제스처에 따라 스토리가 담긴 인터렉션 효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관람 방법 역시 직관적이기

스트레스를 모으는 동작, 두 번째는 모아진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동작 마지막으로 세

때문에 미디어 아트 혹은 동적 프로젝션 맵핑이

번째는 남은 감정의 찌꺼기를 발로 차는 동작이다.

생소한 남녀노소 누구나 공연자가
프로젝션 맵핑을 체험할 수 있다.

표 1 구현 제스처의 종류

4. 전시방법

기 모으기

내보내기

되어

동적

발차기

2.3 인터렉션 효과와 동적 프로젝션 맵핑
관람객의 제스처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제스처에 어울리는 파티클 영상이 인터렉션 효과로
나타난다.

그림 1 작품의 전시 작품/장비 배치도

표 2 ‘기 모으기’ 제스처에 따른 파티클 효과 맵핑 캡처

빔프로젝터는

기 모으기 1

기 모으기 2

관람객들의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벽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적당한 거리를

기 모으기 3

두고
위치시킨다.
벽과
빔프로젝터
사이에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연자의
영역’을 미리 표시해둔다. 키넥트 카메라는 관람객의
행동을 트래킹 할 수 있도록 관람객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빔프로젝터의 시야를 헤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높이 또는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3. 작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사사의 글

기존의 프로젝션 맵핑 공연은 연출자들에 의해 미리

이

만들어진 비디오와 공연자 안무의 싱크를 맞추어
실제 공연 시 마치 맵핑 효과가 사람의 동작에 맞춰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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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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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못하고

방치하는

스타일에 치여 감각이 무뎌진 현세대에게 묘한
쾌감은 새로운 감각 자극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바쁜

현대인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1.2 연구방법 및 목적

색채심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ＶＲ 디지털
힐링 콘텐츠를 통해 일종의 디지털 명상을 즐길 수

다감각 자극의 이론적 고찰과 스트레스 해소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이를 전제로 새로운 스트레스

있게 하였다.

해소법을 도출한다.

주제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은 현실의 물리
법칙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공간에

가상현실, VR, 인터랙션 VR, 색채심리, 다감각 자극,
스트레스 관리

대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가상 현실 기술과
3D 사운드 기술로 구현한 ASMR 사운드를 통해 평소
들여다볼 시간이 없던 본인의 내면을 가상 현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공간으로 체험하게 하며, 본인의 심리 상태에 맞게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감성적 지각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보다 효율적인 감각 자극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 중
떠올랐다.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하나로
건강을

경험을 위해 가상현실과 연동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시각, 청각, 촉각 3 가지 감각을 융합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서 작용된다.

자극하는 다감각 VR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세대에게
어떤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제공되면 좋을까?

디지털

기기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ODDL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며 평소 잘 쓰지

본 연구는 현세대들이 무의미하지만 묘한 만족감이나

않는 감각의 경험을 제공한다.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에 쓸 시간이 없는

쾌감을 얻는 행동을 하고, 보고, 혹은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점에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묘한 쾌감을 유도하며

아이디어를 얻었다.

대표적인 예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리, 신경을

특별한 노력 없이 편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의 환기와 자신에 대한

자극하는 소리(ASMR), 보고 있으면 이유 없이

이해 증진, 위로 등을 기반으로 한 치유를 목표로

기분이

한다.

좋아지는

영상

등의

미디어를

묘한

쾌감(Oddly Satisfying)이라 총칭한다. 바쁜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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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시각자극 – VR 과 색채심리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시각을 통해 많은 정보를

2.1 애플리케이션 컨셉 및 사용방법

습득하며 시각 정보 중에서도 색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본인의 감정 또는 상태를 색채로

VR 과 인터페이스의 연동을 통한 힐링은 보편화된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표현한다면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과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몰입하도록

색채는 육체적, 정신적 반응과 질병 치료,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과 동물

‘인사이드 아웃(Inside-Out)’이라는 콘셉트를 부여해
가상의 공간을 구축했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빛이나 색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감정 컨트롤 본부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거나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여 신체
및 정신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색채심리 (color

본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감각 마사지를 하는 과정을 인사이드(Inside)라 하고,

therapy)는 특정 색을 이용하여 사람의 심리적으로

마사지를 통해 감정이 풀어지고 그날의 상태를

편안한 안정감, 균형과 조화에 영향을 미친다. 색채는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장과

데이터화 시켜 기록한 무드 트래커를 제공해주는
과정을 아웃(Out) 이라 한다.

진동수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사용자는 인사이드와 아웃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색채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용자가 단시간에 색채 영상에 몰입(Immersion)할

과정을 제공받으며 감각 자극이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새로운 내면의 가상 공간을 3D 로
제작하였다. 카드 보드를 활용해 VR 영상을 제공하고
해당 영상 속 오브젝트가 특정한 리듬감을 가지고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시청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제공되는 주제의 색상별로 색채심리학을
기초로 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원형의 물체의
질감, 크기, 속도, 색감 등이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영상 속 오브젝트의 질감, 크기, 속도, 색감
등이 변하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내면의 (심신의)
안정을 얻는다.

그림 1 ‘ODDLY’ 서비스 사용프로세스 과정 설명

1) 색채 심리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색상을 처방을 받는다.
2) 처방을 받은 색상의 영상을 재생하면 VR 을 통해
사용자의 내면으로 들어간다.
3) VR 을 감상하며 영상 속 오브젝트와 연동 된
‘필링볼(인터페이스)’ 을 만져 내면을 마사지한다.
4) 마사지가 끝난 후 그날의 심리상태가 데이터화
되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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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촉각자극 – 필링볼(Feeling ball) 구축
VR 과 함께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VR 을 경험하는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는
VR 이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인의 행동을 콘텐츠 속에 투영하며 몰입도 있는
인터랙션을 경험한다.

그림 3 ‘ODDLY’ 서비스와 연동되는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방식
그림 2 ‘ODDLY’ 서비스 에서 제공되는 색체심리 기반의
3D 그래픽 영상.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제공되는 영상과 상호작용된다.
계산이 필요한 다양한 상호작용보다는 단순히
'만진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에 부여하고 터치 여부

2.2 청각자극 – 입체적인 ASMR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정도로만 상호작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사고의 역할을

이란 여러 자극 기제에 의해 머리부터 시작되어

최소화하여 감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등줄기로 이어지는 '트리거(Trigger: 기분 좋은
쾌감/찌릿찌릿함)'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

촉각 자극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만지는

등을 경험하는 것을 지칭한다.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의
소재가 주는 느낌 또한 중요하다. 꼭 주무르지 않아도

ASMR 콘텐츠는 청각 중심의 미세한 자극 트리거의
종류에 따라 이완 효과 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고

다양한 촉감을 제공해주는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위해

알려진 바 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제작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그런 ASMR 을 디지털 다감각 자극 콘텐츠로
확장시켜 활용하려고 한다.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3D

엄선한 재질 3 가지를 사용자가 기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작했다.

색체 그래픽의 모션감을 더욱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3D 사운드로 구성하였다/넣었다. 제공되는
소리는 물 흐르는 소리, 물방울 소리, 바람소리, 낮은

2.4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종소리, 웅장하게 울리는 소리 등 실제 유튜브

디지털

ASMR 콘텐츠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백색소음들을
분석해 제작했다.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들리는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적은

집중력으로도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짧은 기간에도 큰
힐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비스를 통해

입체적인 사운드를 통해 '트리거'를 경험하고, 이를
통한 사용자의
기대한다.

매체의

사용자가 단기적으로 오감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을

본인의 생활 패턴 분석과 심리 안정을 위한 색채
테라피를 함께 제공해줌으로써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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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피지컬컴퓨팅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결합된 여러
작업을 교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하드웨어를 어셈블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도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초보자에게 있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여러 연구에서
기술적 비전문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단순화하거나 새로운 디버깅
기능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제시했지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상화 되어 제한적이거나 복잡도가 높아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음성 인터랙션을 통해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시스템인 HeyTeddy 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하드웨어 어셈블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소프트웨어 생성, 컴파일, 디버깅 과정 없이도 음성
명령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HeyTeddy 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테스트 명령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제어
대화형 인터페이스, 음성 인터랙션, 피지컬컴퓨팅,
프로토타이핑 인터랙티브 시스템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거 연구자들은 음성 입력이 타이핑을 대체하거나 [8],
손을 사용하지 않는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9]
넓은 범위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유용함을 입증했다 [6].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음성 인터랙션 또는 입력을 위한
말하기가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참여를 촉진하고 [7]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9].

그림 1 HeyTeddy 를 사용하여 간단한 조명을 프로토타이핑
하는 모습. (a) 7 인치 LCD 터치 스크린, (b) 아두이노 우노,
라즈베리파이 3, (c) 브레드보드와 Flex 센서, 바람 센서,
LED (d) 아마존 알렉사 디바이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음성 입력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활동과 탐색이 필요한 디자인, 메이킹을 위한
프로토타이핑 활동에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음성
입력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3, 5],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1] 및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
[6]과 같은 활동에 사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피지컬컴퓨팅)은
다양한 작업을 포함하는 복잡한 디자인 활동으로,
재료를 선택하고 회로를 설계하거나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비전문가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초보자들이
물리적
컴퓨팅
프로토타이핑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들은 프로그래밍을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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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eyTeddy 와 사용자가 음성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사진에 있는 말 풍선은 음성 인터랙션을 가시화한 것. 아두이노의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읽기' 명령 (왼쪽)과 아두이노와 모터를 연결하기 위한 가이드 기능 (오른쪽).

HeyTeddy 는 문장 내의 특정 키워드를 인식하여
이와 맵핑된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별한 순서나 문장이 아닌 대화하는 것과 같이
자연어를 통해 인터랙션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각각의 명령이 포함하는 여러 옵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가 불완전한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 시스템은 명령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질문하거나,
모호성이 없는 경우 올바른 옵션을 컨텍스트로부터
자율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또는 모듈화된 하드웨어 도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4]. 하지만 이들 연구는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 및 소프트웨어 구현 방법에 제약이 있다 [10].
한편, 라이브 회로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디버깅을 돕기 위한 연구들은 문제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에서 선택 가능한 디자인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적 비 전문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제안한다.

HeyTeddy 는 많은 Arduino 명령 및 프로그래밍
구성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특정 핀의 전기적 상태
(read/write)를 설정하거나 해당 값을 재설정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핀에서 값을 읽고
아두이노 핀 아웃 규칙에 따라 핀에 아날로그
출력(예: 펄스 폭 변조 또는 PWM)과 디지털 값을 쓸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주파수
또는 특정 지속 시간 동안 핀의 펄스를 조절하거나
핀의 입력과 출력을 가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pass
data’ 명령). 제어 흐름 측면에서 HeyTeddy 는
간단한 트리거 동작 메커니즘 대신 임의로 (중첩)
분기를 가능하게 하는 if 문을 사용하여 다중 레벨
분기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HeyTeddy 는 doafter 명령을 사용하여 지정된 시간 간격 후에 명령을
시작할 수 있다.

2. HEYTEDDY SYSTEM
HeyTeddy 는 음성 인터랙션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음성
명령은 HeyTeddy 시스템에 의해 해석되어
실시간으로 실행되고, 즉시 하드웨어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write high’ 명령은 내부
상태가 high 로 설정된 디지털 출력으로 동작하도록
I/O 핀을 구성하여 LED 를 켤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코드 작성, 컴파일, 소프트웨어 오류 처리,
그리고 수동으로 하드웨어에 업로드 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HeyTeddy 는
프로토타이핑 하는 동안 부정확한 논리 설계(예를
들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핀에 쓰는 것과 같은)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로를 배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 하며, 작업 과정 맥락
내에서 하드웨어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음성 인터랙션 결과는 아두이노용
코드(C++로 작성되는 아두이노 스케치)로 변환되며,
사용자는 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별도의
아두이노에 업로드 할 수 있다.

3. 결론
우리는 메이커들이 피지컬컴퓨팅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화형 시스템인
HeyTeddy 를 소개했다. 이러한 음성 인터랙션
프로토타이핑 시스템은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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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도 쉽게 프로로타이핑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하드웨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향후에는 보다 복잡한 명령 및
프로그래밍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음성
에이전트를
피지컬컴퓨팅 프로토타이핑에 적용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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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본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
시간을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시간을 체감하며 더욱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본 고민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비주얼타이머(Digital
Hourglass)’는
시간을
디지털적으로
해석하여
시각화하고
작동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하나의
비주얼타이머만으로도 여러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아날로그적으로만 존재했던 제품에
대해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디지털적 요소를
결합하여 기존 타이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2.1 작품소개

본
비주얼타이머는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서 몰입을 돕는다. 사용자는 작동시간을
직접 설정 및 변경할 수 있어 비주얼타이머만으로도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Digitization, Human Interaction, O2O 제품개발

1. 서 론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라는 컨셉으로
비주얼타이머는 모래시계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버튼으로 작동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본체는
아두이노 피오보드 2 개, LED Matrix 8*8 2 개, 버튼
3 개, 0.96 인치 OLED,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1.1 기획목적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만약
이 시간을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체감하면서 목표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다. 기존의 모래시계를 비롯해
‘구글타이머’ 등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 시간을 시각화한다는 것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동작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이 정해진 시간만큼만
활용이 가능하다. 즉, 시간 선택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우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비주얼타이머(Digital Hourglass)’를
기획, 제작하였다.

 2.1.1 기능별 작품소개
1) 시각화
시간을 표현하는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LED Matrix
8*8 부품을 사용하였다. LED Matrix 는 버튼이랑
연결되어 사용자가 설정한 값을 받아온다. 자체적인
규칙 알고리즘에 따라 설정한 시간에 알맞게
비주얼타이머가 작동된다. LED MATRIX 8*8 은
상단부, 하단부에 각각 1 개씩 마름모형태로
모래시계처럼 배치된다.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주얼타이머를 옆으로 기울여 놓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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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센서가 반응하여 LED 파트의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주얼타이머’의 경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였다. 버튼 및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 설정 및 모드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제품과
사용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극대화하였다.

2) 시간설정
버튼은 크게 3 개로 시간설정, 시간리셋,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설정 버튼을 통해 사용자는
모래시계의 시간 값을 설정하고 이를 OLED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간리셋버튼을 짧게 누르면 시간을
재설정할 수 있다. 작동시간 설정 완료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비주얼타이머가 시작된다. 작동
중에 재시작을 하고 싶거나, 작동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시간리셋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 되면서
시간을 재설정할 수 있다.

2.3 기대효과

3)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
‘비주얼타이머’의 기본적인 시간제어와 작동제어는
제품자체에서 가능하다. 그 이외에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통해 추가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먼저,
기본적으로 분 단위로 이루어진 시간변경 초기 단위
값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을 수동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도 상황 별 추천 모드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는
적합한 시간을 찾아 바로 작동시킬 수 있다.

본 비주얼타이머는 시간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성, 누구나 작동법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간편하고 휴대가 쉽다는 점에서 간편성, 위의 사진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우수하다. 집중이 필요한 공부, 시간제한이
있는 보드게임, 인테리어 소품, 시간이 정해진
크로키를 진행할 때, 양치를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아직 시계를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비주얼타이머로써 시간 이해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제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 및 관심
유도를
위해
게임의
요소를
접목한
‘Award(보상)’기능을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
모드 10 번 사용해보기, 7 일간 연속으로 사용하기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사용해보며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을 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제품에
익숙해지고 꾸준한 사용이 가능하다.

2.4 전시방법
비주얼타이머가 사용되는 상황 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직접 본 제품의 시간을 설정하고
제어해볼 수 있다. 테스트용 핸드폰을 비치하여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체험을 통해 비주얼타이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2 작품의 차별성
1) 모래시계
시중에 나와있는 모래시계도 시각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 1, 5, 10 분
용 등으로 제품 별 사용시간이 나누어져 있어 목적에
따라 시간에 맞게 구입을 해야한다.

3. 결론
시간 설정에 있어 아날로그적 방식을 택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타사의 타이머
제품들과는 다르게 디지털 방식으로 시간 설정 및
변경이 손쉬운 비주얼타이머를 제작하였다. 시간을
시각화하여 몰입을 도우며 어플리케이션 보상제도를
통해 제품을 쉽게 익히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디자인, 기능, 활용도
측면에서 기존의 어느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다.

2) 구글타이머
시중에 모래시계 외에도 시각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구글 타이머’가 있다.
구글 타이머의 경우 몰입을 도와주는 시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 시간짜리 ‘타이머’는 해당 시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여전히 모래시계가 가진
한계성을 역시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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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리스페이스(RESPACE)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공
갂에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

사람은 읷정한 행동을 취하면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한 방안으로 갂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상기시키는 서비

싞발 젂문 업체읶 MBT 는 오래됐거나 싞던 MBT 싞발
을 젂국 140 여 개 MBT 마사이워킹센터로 가져가면

받고 싶어 한다. 보상심리를 이용한 성공 사례로 건강

스이다. 1 읶 가구가 급증하면서 배송 서비스는 읷상화
되어가며 종이박스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

새 제품 구입 시 보상금액 5 만 원을 차감하는 서비스
를 짂행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 스스로 움직읷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읷

한 버려짂 박스들을 업사이클 시켜 조명으로 제작하였
다. 업사이클 박스(쓰레기통)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
능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측정하고 포읶트를 부

으키고자 1 읶 가구의 관심도를 조사해 보았고 그 결과
셀프 읶테리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
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고, 비용까지 젃약할 수 있어 더

여한다. 적립된 포읶트로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업사이
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쓰레기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우리가 젂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읶테

큰 읶기이다. 굳이 벽지를 바꾸거나 대공사를 하지 않
더라도, 작은 소품 하나에도 집 분위기는 사뭇 달라짂
다. 이러한 읶테리어 소품을 이용해 사람들이 움직읷

리어 제품에 녹여 디자읶하였다.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읷으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제어
업사이클, UI/UX, 모바읷기반 상호작용 및 서비스,
아두이노, LED, 읶터렉션디자읶
2. 본문
1. 서 론

2.1 내용

1.1 제작배경
최근 1 읶 가구가 급증하면서 배송 서비스 또한 급격한

리스페이스(RESPACE)는 거주공갂홖경 조성을 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송 서비스가 증가하

재홗용 쓰레기통과 조명 키트 그리고 앱 형태의 서비

면서 버려지는 박스들 또한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

스이다. 업사이클 박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버린 재홗
용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모바읷 플랫폼을 통해

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읶지

사용자에게 포읶트 적립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앱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에게 본능적으

서비스를 이용해 자싞이 버린 쓰레기로 직접 조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갂접적으로 메시지를 젂달하고자

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읶데, 이
부분들은 개개읶의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다.

이다. 이러한 심리적읶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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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와 서비스의 읶터
랙션적읶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업사이클
박스는 사용자가 버리는 쓰레기를 적립금으로 홖산하
는 방식으로 박스를 제작하였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이
용해 만들어짂 조명들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
는 형태로 디자읶했다.

<센서키트>
무게 감지센서: 재홗용 쓰레기의 무게 측정 / 라떼판다
-디스플레이: 적립금 계산 및 QR 코드 생성

<업사이클박스>
업사이클 박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능으로 박스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며 사용자
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하여 메세지를 젂달하고자 한다.
업사이클 박스에 쓰레기를 버리면 정면에 있는 화면을
통해 QR 코드가 나오며 사용자가 QR 코드를 읶식하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의 포읶트를 적립할 수 있다.

<앱 서비스>
QR 코드를 읶식한 사용자가 회원이라면 앱을 통해 실
시갂으로 적립된 쓰레기의 양과 포읶트를 확읶할 수
있으며 올바른 분리수거로 얻은 포읶트를 이용해 다양
한 업사이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림 1]데모버전전시
[그림 2]서비스플로우차트

- 1309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그림 3] 상품 도면 이미지

4. 결론
[그림 3] 앱 메읶화면

리스페이스(RESPACE)는 쓰레기 문제 현상을 완화하

[그림 4] 앱 메뉴화면

는 것뿐만 아니라 1 읶 가구의 새로운 문화와 방향을

[그림 5] 앱 마이페이지

제시하고자 한다. 쓰레기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우
리가 젂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읶테리어 제품에 녹여
디자읶하였다.
리스페이스(RESPACE)는 수익창출을 위한 서비스가

<조명>

아닌 홖경보존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브랚드다. 홖경

사람들이 버린 종이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들을

보존이란 더 이상 읷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젂 지구

이용해 자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읶으로 재

적읶 문제이며, 해결은 나의 주변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탄생시켜 제작하였다. 조명 자체에 디자읶은 한정되어

는 행동의 원칙을 생각하며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있지만 조명을 둘러싸고 있는 재홗용품들이 마치 꽃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자

나 나무를 연상하게 하여 다양성을 나타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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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읶가구의 생홗 쓰레기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
http://db.koreascholar.com/article?code=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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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비스 개요

본 연구는 유·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독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감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책 읽기’에이전트
BOKO 서비스를 제안한다. BOKO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핵심 기능으로서 목소리 선별 녹음 및
청취 기능, 독서 활동 데이터 분석, 독서 연계 놀이
콘텐츠 제공 및 여가 활동 장소 추천 기능이 있다. 특히,
BOKO 서비스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매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맞벌이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유·아동기
자녀를 동반한 맞벌이 가구의 부모는 직장과 집안일로
인해 육아 참여 시간이 외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유·아동기 자녀에게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및
친밀감 형성에 필요한 정서적 교감 활동을 위한 시간과
놀이 콘텐츠 정보가 부족하다[2, 3].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의 독서
상호작용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4], 정서적 측면에서 가족 간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5, 6, 7].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고, 날씨나 생활 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로서 지원하는 서비스
영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기반으로 성우 혹은 유명인의 목소리로 녹음하거나
인공지능 음성합성(TTS, Text to Speech)기술을 적용한
음원을 통해 독서 활동을 돕는 오디오 북 서비스는
유·아동의 학습뿐만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8]. 이러한 서비스들은
유·아동기 자녀가 독서 활동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지만, 유·아동과 디바이스 간의 학습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아동기에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유·아동의 독서 활동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존 서비스들과는
차별화하였다. BOKO ‘책 읽기’ 서비스는 활동 참여형
서비스로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주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편의성 및 정보접근성을 높여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맞벌이 가구, 독서 상호작용, 정서적 교감, 음성
에이전트, 인공지능 스피커.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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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모와의 독서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오디오북 서비스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 및 시간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녀와
정서적 교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이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타겟 유저로 선정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독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감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BOKO 서비스를
제안한다.

2. 서비스 내용
선행연구에 따르면[4, 5, 6, 7],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은 부모와 자녀 간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가 겪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과 놀이
콘텐츠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가족의 의미 있는 교감 형성을 돕는 '책 읽기’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를 고안하였다.
BOKO 서비스는 맞벌이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 연계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본 서비스 이름 BOKO(보코)는 유·아동도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책의 ‘BOOK’의 스펠링 순서를 바꿔 지었다.
그림 1. BOKO 서비스의 보이스 인터랙션 플로우. 사용자는
보코 에이전트와 대화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2.1 기능 소개
BOKO 서비스의 핵심 기능 3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음성 인터랙션: 녹음 및 청취
BOKO 서비스는 기존의 오디오북 서비스들과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자녀에게 오디오북 음원을
재생하는 방식이 아닌, 녹음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상황에서 독서 음원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유도한다. 사용자가 녹음 종료 명령을 내리면,
음성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식별하여 가족
구성원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녹음한
음원을
저장한다(그림 1, 2). 저장된 음원은 ‘엄마’,’아빠’와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음성 명령어로 호출이 가능하다.
가족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원은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와 이전에 함께 읽은 책 내용을 부모의
목소리로 다시 청취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기능
소개에서 다룰 ‘독서 활동 데이터 분석 기능’을 위한
데이터 소스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 BOKO 서비스 인터랙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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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활동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BOKO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을 때
녹음한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일간, 주간,
월간
그래프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공한다(그림3).
또한, 가족이 함께 독서 활동한 책의 종류, 녹음, 청취
횟수 정보를 분석하여 그래프로 보여줌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소통한 시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청취한 책을 분석하여 다음에 읽을 책
추천으로 아이의 관심 주제에 맞는 목록으로 선별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독서
연계 놀이를 제안하고 가족 여가 활동을 추천해준다.
예를 들어, 동물이 주인공인 동화책을 읽었다면,
동물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부모님과 코끼리 코 게임을
해보지 않으실래요?”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퀴즈, 그림 그리기, 동요 부르기 등의 독후 활동을
연결해준다. SK㈜의 제휴컨텐츠와 연계하여 “이번 주
주말에 과천에 있는 동물원으로 코끼리 아저씨를 만나러
나들이 어떠세요?”와 같은 휴일 여가활동으로 독서
주제를 바깥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한다(그림3).
NUGU 앱에서 독서 목록을 열람하고 원하는 책을
선택해 읽을 수 있으며, 기존에 녹음한 기록도 앱에서
재생목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책의 주제와 관련된
추천 장소를 이미지로 제공하여 가족 여가활동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 BOK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녹음한 음원
리스트 정보, 독서 활동 데이터 시각화, 추천해주는 놀이 활동
콘텐츠 정보 제공.

 독서 데이터 기반 연계놀이 및 여가 활동 장소 추천
BOKO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 읽기’ 활동
유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독서 활동을 데이터를

2.2 시스템 구성
BOKO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4).
먼저, BOKO 서비스의 하드웨어는 SKT 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NUGU 디바이스를 중심으로[9], 녹음 기능
구현을 위한 라즈베리파이 및 마이크 모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할 스마트폰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NUGU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휴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음성 명령 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바이스
제어, 데이터분석, 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들을 구현한다.

그림 4. BOKO 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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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
SD&mid=shm&sid1=101&oid=032&aid=000294

3. 차별성 및 기대효과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독서 관련 서비스들이
디바이스를 통한 유·아동의 독서 학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OKO ‘책
읽기’ 서비스는 AI 디바이스를 매개로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독서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BOKO 서비스는 가족이 직접 음원을
녹음, 청취하는 기능과 독후 놀이 활동을 통해 사용
몰입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서도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즉, 부모의 음성 녹음 청취 기능은
부모와 떨어진 시간에도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다. BOKO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자녀의 독서 취향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추천해줌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흥미 유발 및
정서적 교감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측면에서 본 서비스는 음성
인터랙션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유·아동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 서비스는
SK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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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증 장애인 및 신체가 불편한 노약자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점차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필요성이
증가하고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휠체어 균형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통해 본 캡스톤
연구에서는 PID 제어를 통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상태를 직접적으로 감지해 순간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가
탑승하는 좌판에 PID 제어를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안정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PID 제어는 기존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각도제어 (P 제어) 뿐만 아니라 I
(Integral) 제어, D(Differential) 제어까지 사용하였다.
좌판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그림 1]

않더라도 제품의 균형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좌판을
개발하고자 한다. PID 제어 관련 연구로는 ‘드론 비행
안정화에 대한 연구’ 및 ‘비평탄 지형에서의 경사
인식을 통한 휠체어 제어’ 등에 사용되었는데 경사
인식을 통한 휠체어 자체의 속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경사 자체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휠체어 좌판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새롭게 디자인된 좌판

2. 관련 연구
PID 제어 기술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드론 비행
안정화에 대한 연구’와 ‘비평탄 지형에서의 경사인식을
통한 휠체어 제어’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휠체어
제어의 경우, PID 제어 기술을 이용해 경사로에서
중력에 의한 처짐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1] 드론의
경우는 PID 제어 기술을 이용해 기체의 자세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2] 이는 본 연구와 자세
안정화라는 부분에서는 유사함을 지니고 있으며 사고
위험으로 부터 예방하는 부분을 속도 및 제동이 아닌
좌판에 집중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좌판의 전후, 좌우 방향의 균형을 모두 제어하기 위해
프레임을 십(十)자 형태로 설정하였다. 하단 부분에는
상하, 좌우방향 각각 실린더 하나와 스프링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실린더는 좌판의 높이 조절을 하고
스프링은 좌판 하중의 부담감을 줄여준다. 슬라이드는
십자형태 프레임 내부에 삽입되어 받침대에 고정된
전동 실린더와 스프링의 운동방향을 바꿔준다. 실린더
및 프레임의 길이는 국내 경사로 및 과속방지턱 평균,
최대 높이를 조사하여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의
최대 각도를 예측하여 설정하였다.[4],[5] 또한, 각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이로 센서를 좌판과 가장

3. 제품 설명

가까이 맞닿는 프레임 위 부분에 탑재함으로써 좌판의
수평을 유지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2]

3.1 컨셉
기존의 전동휠체어에도 사용자가 이용할 때 경사로와
같은 비 평탄 노면에서의 균형상실 및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욕창과 근육 경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휠체어 자체에 틸팅(Tilting)기능을
탑재한 경우가 존재한다.[3] 이러한 경우 휠체어
프레임 자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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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프레임
중앙에 위치한 자이로 센서를 통해 지면과 좌판 사이
각도의 오차를 측정하여 P 제어를 메인으로 진행하며,
오차의 시간에 따른 적분값을 통한 I 제어, 현재와 이전
오차값에 따른 미분값을 통한 D 제어를 각각의 보정
상수를 곱해 최종 제어값을 도출해낸다. 이를
PWM(pulse width modulation) 변환을 통해 실린더의
높낮이를 조절, 좌판을 수평 상태로 유지해준다.
[그림 3]은 지면에서의 전동휠체어 진행 시 좌판의 구조
형태이며, [그림 4]는 각도에서의 전동휠체어 진행 시
좌판의 구조 형태이다.
그림 2. 좌판의 세부구조 [(1) 십(十)자 프레임
(2) 슬라이드 (3) 볼 소켓 (4) 스프링]

3.2 제품 시스템 및 알고리즘
이 제품의 시스템 알고리즘은 피드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좌판의 수평을 목적으로 하기에 C(s)에
목적 값 0 도를 input 으로 하여 알고리즘이 시작되고
수평제어를 통해 현 상태의 각도를 input 값에 맞추기
위해 좌판이 움직인다. 이 때의 센서가 감지한 값

그림 4(좌). 지면에서의 좌판 구동

G(s)가 목적 값 0 도와 차이가 있다면 H(s)의 피드백을

그림 5(우). 경사로에서의 좌판 구동

통해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3]

4. 향후계획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휠체어 좌석 자체를 수동으로
기울여 균형상실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좌판에서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는 연구이다. 이를 PID 제어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고 제품의 프로토타입 또한
제시를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이 좌판에 앉았을
때, 균형을 맞추어 주는 실린더의 높이가 어느 정도의

그림 3. PID 제어 시스템의 블록선도

값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사람이
(1)

앉는 자세 또는 지면 상태에 따라 기울기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인식하는
자이로 센서의 부착 위치 또한 자세히 고려해야 하며

(2)
이러한 알고리즘의 핵심은 PID 제어이다. PID
제어기의 전체적인 전달함수는 (2)와 같고 오버슈트,
정착 시간 설정을 위한 I, D 제어는 P 제어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좌판을 기울이는 메인 프로세스, 즉 P 제어(1)에만
집중했다. 이 과정은 간략하게 (1)식에서 input 값과
동일한 output 값을 낼 수 있도록

좌판 디자인이 바뀜에 따라 전체적인 다른 부분의
디자인도 조금씩 변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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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다양한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의 삶은
향상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은
변화가 미미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장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점자와 관련된 연구로는 점자
도보블록 및 점자 키보드와 같은 점자를 접목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1.1 작품 개요
본 연구는 점자 사용이 용이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일 셀 형식의 점자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점자 정보로 얻을 수
있도록 휴대성을 갖추기 위해 시중에 나와있는
대형 점자 디스플레이와 차별화된 소형의 크기를
구현하였으며, 단일 셀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점자 글에서 이전 점자 및 다음 점자 사이의
이동을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UI 로
구현하였다. 또한 OCR 기술과 카메라를 활용하여
디지털 텍스트 시퀀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텍스트 시퀀스까지 점자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자 자체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Line tracking 기술 기반 단일 셀 점자 디스플레이
‘ReVibe+’를 제작하였다. 점자 디스플레이의 사용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단일
셀
디자인을
사용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이 생활 시에 불편을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형태가 시각자료이기에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프라인 상의 텍스트 정보를 ‘ReVibe+’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 형태로
변환하는 단일 셀 점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사용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위치 찾기를 보조할 진동 피드백도 더했다.
향후 하드웨어 기술의 고도화 및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추가 개발을 통해 시각장애인
생활 개선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기획 목적
시각장애인이 여러 제약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방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제약 조건의 예로는 조력자가
있어야만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시각장애기관 외부에서는 주변 정보를 인지할 수
없어서 활동의 범주가 제한되는 것 등이 있다.

주제어

2. 작품내용

점자 디스플레이, 장애인 보조 기술, 시각 장애인,
인공지능, OCR

작품은 크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2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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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er detection: 글자의 끝을 가리키는
포인터 부분을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는 과정이다. 포인터의 이미지로 dataset 을
구성하고 CNN 으로 학습 시킨 뒤 카메라에서
포인터 부분을 찾아내고 포인터의 끝 지점을
지정한다.

2.1 Hardware
2.1.1 점자 생성부
점자 생성부는 점자 벡터 리스트를 받아
사용자에게
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한다.
Revibe+는 서보모터를 사용해 점자 생성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서보모터는 일반적인 모터와
달리 움직임을 지정하면 제어계측 회로에 의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터로 좌우로
움직이는데, 점자의 수직적인 돌출을 표현하기
위해 모터를 돌려서 사용하였다. 6 개 점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계단식으로
모터를 배치하였고 코드를 통해 각 모터의 이동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점자 돌출 시 모든 점자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 Line tracking: 글자의 줄을 인식해 주는
과정이다. CNN 을 통해 글자 각각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낸 뒤 그것을 바탕으로
가상의 line 을 생성한다. 카메라가 가상의
라인과 너무 멀어지면 진동을 통해 다시 line 에
접근하도록 한다.
• Text extraction: 글자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Tesseract OCR 엔진을 사용하여 line 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여 Pc 또는 Raspberry Pi 에
전송한다.
2.2.2 Text to Braille
Text to Braille 은 Text reading 에서 전송 된
글자를 점자 신호로 변환 시켜서 hardware 에
전송하는 알고리즘이다.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hbvct 를 사용하여 영어, 한국어 및 특수문자 등의
텍스트를 0 혹은 1 값을 가지는 이진 성분의 점자
신호로 변환시킨다. 생성된 점자 신호들은 모터
드라이버를 거쳐서 하드웨어로 전송된다.

<그림 1: 점자 생성부 내부 구조>

서보모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 점자
디스플레이에 적합하지만 좌우 운동을 함으로써
점자의 수직 운동에 적합하지 않았다. 모터를 돌려
수직운동으로 전환한다해도 점자 자체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점자와 직접 매핑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모터와 ㅣ자 모양의
핀을 연결함으로써 점자 표준 크기를 구현하였다.

3. 차별성 및 기대효과
촉각을
매개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점자
디스플레이는 여러 셀이 배열될수록 사용자가
한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 때문에 읽기
편의성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제품의 크기와 무게,
특히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셀만 사용하는 단일 셀 기반 점자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시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제품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단일 셀 기반의 방식과 더불어 카메라를
도입하여
오프라인
상의
텍스트를
인식하게함으로써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장을 벗어나지 않고 범위 내에서 따라가며
읽도록 도와주는 딥 러닝 기법 ‘line tracking’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제품의
주
사용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6 개 점자 핀과 각 모터가 연결되어 별도의
쓰레드(Thread)를 사용하지 않고도 각 핀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게 구현하였다.
2.1.2 카메라
Revibe+ 외부에 달린 카메라는 오프라인 상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가
소프트웨어로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2.2 Software algorithm
Revibe+의 주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크게
Text reading 알고리즘, Text to Braille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사의 글

2.2.1 Text reading

본
연 구 는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 중심대학지원사업(2018-00019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ext reading 은 종이 책이나 디지털 책의 글자를
오프라인으로 읽어서 Pc 혹은 Raspberry Pi 에
text 를 전송해주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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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개요 및 기획 목적

NexTep 은 크게 (1) Pose Estimator, (2)Feature
Extractor, (3) Pose Similarity Predictor 의 3 개
모듈들로 구성된다.

최근 K-Pop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K-Pop 안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안무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보고 따라 연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무 영상은 동작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정확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내 동작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교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안무 영상 시청 상황에서는 다른 두 종류의 정보, 즉
안무 영상과 내 모습을 실시간으로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적 한계로 인한 정보 과잉

2.1 Pose Estimator
Pose Estimator 모듈은 타겟인 K-pop 동영상과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의 영상 각각에서
포즈를 실시간으로 추출한다. NexTep 시스템에서는
포즈 추출 오픈소스인 Openpose 를 사용하여 손과
얼굴을 제외한 25 개 좌표 정보를 사용했다.
2.2 Feature Extractor
Feature Extractor 는 K-pop 동영상과 사용자
영상에서 추출된 좌표 값을 바탕으로 동작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추출한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무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동작간 유사도 측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특별한
환경이 요구됐다. 때문에 2D 형태의 시계열 이미지
데이터인 온라인 K-Pop 동영상을 기반으로 안무를
연습하는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의 특성 상 촬영된 환경과
카메라 시점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동영상을
기반으로 동작 간 유사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안무 학습
시스템(NexTep)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영상 프레임 별 좌표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해 각 요소의 값이 0 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정규화된 좌표값을 기반으로
동작을 결정하는 13 개의 신체 Link Vector 와 인접한
링크 간 Angle Vector 10 개를 추출했다.
두 프레임 간 Link Vector 와 Angle Vector 간 차이를
계산한다. 이 차이 값들의 산술 평균, 표준편차, 제곱
평균 값을 최종 특성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 총 9 개
( X Link, Y Link, Angle 에 대한 3 개의 통계량)
값이 최종 추출되었다.

2. 작품 내용

2.3 Pose Similarity Predictor

NexTep 은 안무 동영상과 사용자의 안무 영상을
입력 받아 실시간으로 동작 간 유사도를 출력한다.

추출한 특성들을 입력 받아 동작 간 유사도를
출력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유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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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을 이진 분류 문제로 보고 , 영상 간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 값을 기반으로 같은 동작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했다.

3. 작품 평가
NexTep 시스템이 계산한 동작 간 유사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 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에 사용되는 특성
조합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4. 작품 차별성 및 기대효과

안무 동작의 비교 데이터를 얻기 위해 18 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Openpose 를 통해 출력된 프레임
별 Skeleton 이미지를 확인하여 245 개의 유사 안무
동작 이미지 쌍과 245 개의 유사하지 않은 안무 동작
이미지 쌍으로 데이터를 구성했다. 성능 평가
척도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4 가지를
사용하고, 기계학습 모델로는 LightGBM, SVM,
Random Forest 을 사용하였다. 특성으로는 영상 간
Link Vector 차이에 대한 산술 평균, 표준 편차, 제곱
평균 값을 X, Y 좌표 별로 각각 ‘Link_X’와
‘Link_Y’로 그룹 지어 사용하였고, Angle Vector 에
대한 산술 평균, 표준 편차, 제곱 평균 값들을
‘Angle’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였다.

기존의 동작 유사도 측정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동작
측정을 위해서 카메라 외에도 다양한 추가 기기들을
이용하여 특수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NexTep 시스템은 동작 간의 유사도를 각
영상에서 추출한 포즈의 특성들을 이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 없이 카메라 만을 사용하여
영상과 사용자 동작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안무를 연습할 때 동작을 비교하고자 하는
영상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안무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5. 전시방법
몇 가지의 안무 동영상을 사전에 준비하여 전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직접 해당 영상의 안무를 연습하며
얼마나 유사하게 안무를 따라하였는지 실시간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Angle, Link_X, Link_Y
특성을 모두 사용한 모델 보다 Link_X, Link_Y 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최종 동작 유사도 판별 모델로 이용하였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연습하고자 하는 안무 영상과 자신의
영상을 한 화면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중앙에 표시된 두 포즈 간의 유사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연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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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nal prototype of the Snow Clock

ABSTRACT

We propose the Snow Clock that has aesthetics of

Snow Clock is a clock that displays time by
collecting tiny Styrofoam balls into 7-segment
number shape. The Snow Clock has dynamics and
narratives like snowing scenes and its functionalities
could be controlled by mid-air gesture interactively.

snow globe like Snow[5]. The Snow Clock displays
time using small particles controlled by air pressure
with 7-segment shaped 4 digits and a colon at the
center. Tiny Styrofoam balls collected into volume
and blown upward has dynamics and narratives like
snowing scene through time, the daily information.
Styrofoam balls are smoothly transits from particles

KEY WORDS

to volume and simulated dynamic motion of snow
with user’s mid-air gesture.

snow, clock, particle, physical, display, 7-segment

2. SYSTEM DESCRIPTION

1. INTRODUCTION
Many artists and researchers have developed physical
display in a different way to propagate their own
sentimental feelings and meanings.
Bit.Fall[1], SnOil[2], and Ferrolic[3] used liquid to
show ephemerality of time by smoothly morph from
liquid to shape. Bit.Fall morphed from array of
falling droplets to text. SnOil morphed from the
layer of liquid to text. Ferrolic morphed from
ferrofluid droplets to text using electromagnet array.
Döring claimed that "They may deliberately be
designed to offer only partial or imperfect user
control”(Interactions,

2013)[4].

To

reinforce

ephemer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display, we
chose solid particle which has more solidity, but less
controllability at the same time.

2.1 Operating principle
The process of displaying using particles includes
several steps. The collector fans on the back side are
always on for collecting particles. The segment units
behind the mesh open or shut each segment holes to
match the current time. The blower fans on the
ceiling and floor of the chamber blow upward the
particles for few seconds. The particles follow the air
flow to where the holes are open, but be filtered
through the mesh. After the blower fans are turned
off, only where the segment holes was open are the
particles attached.
2.2 Structure
To express hours and minutes, the Snow Clock
consists of 1 colon unit and 4 units of 7-segment
(figure 2.a). A colon unit includes a pair of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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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hardware structure of the Snow Clock, (b) mechanical structure of a 7-segment unit, (c) the external
hardware for gesture sensing

fans and a pair of blower fans (both 50mm size, 12V,

3.2 Interaction

5200rpm). Each 7-segment unit includes 7 servo
motors (sg-90), a collector fan (92mm size, 12V,
3100rpm), and 2 pairs of blower fans(50mm size,

Viewers can have magical experiences that control

12V, 5200rpm). This unit is designed to convert

spatially by the chamber. Their physical movements
cannot affect directly to the particles inside the

rotation of a servo motor into linear movement to
open and shut the segment hole (figure 2.b).

snow. People and the Styrofoam balls are separated

chamber, but through the gesture sensor they are
connected. The gesture sensor detects four simple
gestures: swipe up, down, left, and right. These

Totally, 28 servo motors, 4 of 92mm size fans, and
20 of 50mm size fans are used. These actuators are
controlled by a Arduino Uno microcontroller, and 3

gestures were mapped to the motion of the particles
as follows. Swipe up gesture simulates updraft, swipe
down simulates pulling down, swipe left and right

of I2C 16-channel PWM servo controller
(PCA9685), and 6 of 2-channel DC motor drivers
(L9110 x 5 for 9 pairs of blower fans and two colon

generates pulse wave proceeding to each direction.

fans / L298N x 1 for 4 collector fans). The snow
clock works with two types of input. To count time
even without supplying power, a real time clock

4. CONCLUSION
To propagate ephemeral property, we changed

module (ds3231) is mounted. For natural human
interaction, a gesture sensor (APDS 9960) is adopted
in the external device (figure 2.c).

3. USER EXPERIENCE

intrinsic material properties of physical display, then
it is designed to offer imperfect controllability and
more so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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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쌓는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돌보는 정리 정돈이 습관이 되면 이를 토대로 타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1. 작품 개요 및 기획 목적
『성학십도(聖學十圖)』는
만들어 선조에게 올린

조선의 퇴계 이황이
10 개의 병풍이다.

우리는 경을 쌓으며 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학십도』는 인간 본연의 선함을 회복하고 이를
현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지만
『성학십도』와 그 안에 내포된 가르침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다소 생경하게 다가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학십도』의 가르침을 담은 10 개의
그림(도)를 VR 로 기획, 제작하는 <성학십도 VR>

본 <성학십도 VR>, “소학도”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가르침을 토대로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의 덕목들을 VR 의 공간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인, 의, 예, 지, 신은 오륜(五倫)이라
일컬어지며,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도리를
말한다. 이는 본래 선한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4 가지 천성이라 말하는 사단지성(四端之性)과
연결되는데, 인(仁)이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부모가 나를 낳는 사랑의
마음이자, 동시에 존재의 공간으로써의 집 그리고

가운데, 제 3 도 “소학도(小學圖)”를 VR 화 시킨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3 도 “소학도”는 4 도 “대학도(大學圖)”와 짝을
이루어, 생애의 각 시기에 배우고 익혀야 할 도리와
덕목 등을 아우른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도라 할 수
있다. 이중 소학도는 퇴계가 15 세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지침을 적은 것이다.
소학도의 핵심은 스스로의 주변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돌보는 일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경(敬)을 익히는
점에 있다. 경이란 오늘날 빗대어 말하자면 일종의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 이불을 정돈하고
방을 쓸고 닦는 일은 사소하나, 소학도에서는 이러한
행동습관이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일의 기초이며,

나의 현존에 대한 것이다. 의(義)는 부끄럽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자, 불의를 보거나 부조리를
마주하였을 때 마땅히 느끼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말한다. 이는 군신유의(君臣有義)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예(禮)는 윗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이며,
장유유서
(長幼有序)와 관계한다. 지(智)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인 시비지심(是非之心)이자, 부부 사이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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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信)은 성실지심(誠實之心)이자 친구 사이와 동료
사이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붕우지신(朋友有信)을

이윽고 이어지는 인 게임에서 사용자는 VR 안에서
어린 아이의 시선을 갖게 된다. 사용자가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면 사용자는 어지러진 아이의 방 한
가운데에 놓여진다. 방에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와
구겨진 이불, 바닥에 어지럽혀진 책들이 있다.
사용자는 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VR 양손
컨트롤러를 통해 어지러진 물건들을 잡을 수 있고,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다. 사용자가 잡은 물건을
본래 위치에 두면 물건이 정리정돈 되면서 화면에는
‘1 경을 획득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빈
경구슬에 색이 채워진다. 게임은 총 5 개의 구슬을
모아야 인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사용자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사소한
습관들을 통해 어떻게 경을 쌓을 수 있는지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 사용자가 게임에서 어지러진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게임 UI 는 ‘모든 경 구슬을 획득하였다’는

말한다.
<성학십도 VR>에서 이들은 각각 ①인트로(intro),
②인 게임, ③의, ④예, ⑤지, ⑥신의 4 개의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와 마지막으로 이들을 모두
마무리하는 ⑦아웃트로(outro)로 구성되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소학도의 가르침을 알리는 인트로는 소학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어지는지 연결지어 설명한다.
인 게임은 인의 덕목을 게임 형식으로 풀어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소학도와 인의 의미를 익힐 수 있다.
의, 예, 지, 신의 에피소드는 해당 에피소드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며, 이러한 에피소드를 제 3 자의 시선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의, 예, 지, 신의 덕목이

문구와 보여주며, 소학도의 다음 장으로 전환된다.

왜 필요하며 과연 나라면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웃트로는 인트로와 하나의 짝을 이루며,
소학도 전체의 의미와 성학십도 내에서의 역할을
정리하며, 그 다음 대학도와 어떠한 관계를

그림 2 <성학십도 VR>의 인 게임 화면

가지는지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의, 예, 지, 신에 관한 에피소드는 각각의 챕터로
나뉘어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법한 흔한 일화들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위의 1 장에서 설명한 오륜과 사단지성의
각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본
VR 에서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적 공간(3D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상황으로 마주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용자는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만, 상황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3 자적 관찰자의 시점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3D
공간 내에 2D 이미지로 구성된 인물과 사물들을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2. 작품의 내용

그림 1 <성학십도 VR>의 인트로 화면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의, 예, 지 신의
에피소드가 시작되면 해당 덕목을 떠올려봄직한
불합리한 상황들이 전개된다. 예컨대 수오지심에
대한 의 에피소드에서는 요즘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왕따 문제를 다룬다. 사양
지심에 대한 예 에피소드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임산부, 청년과 노인세대 등 여러 세대와
계층이 함께 겪는 갈등에 대하여 다룬다. 시비지심에
대한 지 에피소드에서는 맞벌이 가정에서 저녁

인트로와 아웃트로는 성학십도의 3 도 소학도에 대한
도입부이자 소학도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씬이다. 인트로에서 사용자는 소학도를 소개하는
나레이션과 함께 VR 공간 속에 들어가게 된다.
나레이션이 끝나면 인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사용자는 인트로에서 말하는 바를 게임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인트로에서는 주변 정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하며 이것이 경을
위한 첫걸음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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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까지도 혼자 남겨진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붕우유신에 대한 신 에피소드에서는
대학교 복도에서 필기노트를 두고 친구 사이의
경쟁에 대해 다룬다.

3. 전시 방법

그림 5 <성학십도 VR>의 구현을 위한 공간 설치
그림 3 <성학십도 VR> 의,예,지,신 에피소드 화면

본 작품은 사용자가 공간에서 움직이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VR 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VR 및 VR 센싱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센서
설치에 필요한 공간은 가로 4m 와 세로 4m 이다.
또한 센서 뒤에는 본 VR 작업이 기획제작한
스테레오와 서라운드 사운드 경험을 구현전달하기

이처럼 사용자는 각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제 3 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의, 예, 지, 신 덕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위하여 관련 스피커가 각각 놓일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VR 은 컴퓨터를 통해
연결되어 실행되므로,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할 만한 책상과 공간이 필요하다.

4. 작품의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성학십도 VR>은 현대의 한국인들에게도 생경한
퇴계 이황의 사상을 쉽게 알려주며 이를 교육적이고
체험적으로
감상하도록
제작되고
있다.
『성학십도』의 내용은 앞에서도 밝힌 바, 인간

그림 2 <성학십도 VR>의 아웃트로 화면

아웃트로에서는 앞서 보고 경험한 인의예지신의
에피소드적 상황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제
3 자적 경험이던, 혹은 1 인칭 개인적 경험이던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경험임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갈등의
상황으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바깥에서 내게 날아오는 화살에 빗대어 보여준다.
우리가 구현한 VR 공간 내에서 화살은 공간 안에 서
있는 사용자를 향해 빠르게 날아온다. 비록 화살은
사용자의 근거리에서 멈추지만, 사용자는 VR 안에서
화살을 맞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화살이 외부적 화살이더라도
이것을 경을 쌓는 과정을 통해 멈추고 화살의 방향을

본연의 선함을 회복하고 이를 현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있다. 특히 제 3 도
“소학도”에서는 인간의 어린 시기 마음을 수렴하고
덕성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실천 덕목들을 설명하고
있다. 성학십도 VR 에서는 이 내용들을 단순히
주입식으로 학습시키기 보단 VR 의 특성을 이용하여
각 덕목들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볼 수 있다는 것에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용자는 가상공간
내에서 안내되는 구체적인 상황 바로 그 속에 놓이게
됨으로 일련의 사건들의 목격자가 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유도된다. 일상생활
중에 본인이 군중 속에서 가볍게 넘길 일들도

돌릴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며 마무리된다.

목격함으로써, 예컨대 책임감과 안쓰러움, 그리고
역지사지 등의 직접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성학십도 VR>에서 중점적으로
의도하여 구성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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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십도 VR 은 ‘인문학과 테크놀러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매체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인문학의
추상적 개념을 가상현실 속 구체화시켜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융합 프로젝트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칫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던 인문학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 한국인에게도 생소한
한국의 철학을 소개한다는데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HCI 학회에서 근래 새로이 제작된
<성학십도 VR>, “소학도” 편을 시연하고, 이들이 본
연구자들이 기획한대로 사용자들에게 경험되는지,
유저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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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을 통한 디지털 공간감 재현
Recreation of sense of space in digital environment through virtual reality
강소연
Soyeon Ka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herakangherabestrong@gmail.com

요약문
대부분의 웹 서핑은 평면 디스플레이에서의 평면적

평면적이다. 주로 사각형의 틀로 구성되어 있거나,

UI 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검색창을 통해 다른

텍스트가 한 방향으로 나란히 나열되어 있으며

창으로 ‘넘어’ 가거나, ‘뒤로가기’ 하고, ‘새로고침’

입체영상 또한 평면적 UI 속에서 재생되는 식의

하거나 하이퍼링크를 ‘타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형태이다. 이는 평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디지털 가상세계는

익숙한

우리에게 공간적이고 초연결적인 경험을 하도록 한다.

결과이다.

오늘날의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당연한

본 작업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면적인 사용자

그러나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으로서 디지털

경험을 그 의미와 움직임을 고찰하여 공간적으로

세계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표현한 결과이다. 필요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것임을 느꼈다.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예로 들면,

창을 확대, 축소, 복제하고 위, 아래, 옆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데이터화

이동시키거나 이동하는 등의 움직임이 가능한 환경은

하여 그 정도를 높이에 따른 정렬을 하는 것에서

개념적으로 상당히 유연하며 자유롭다.

2 차원적 공간이 생기며 특정 순위의 검색어를 조회할
때 생기는, 해당 단어에 따른 창으로의 순간적 이동은

위 개념을 3 차원적인 의미대로 웹 서핑을 하는

공간의 변화를 연상하게 하였으며 이는 3 차원적

사용자의 디지털 환경 속 요소들을 해체, 재구성하여

변화로 느껴졌다.

가상현실 3D 애니메이션을 완성하였다. 작업은
360 도 공간을 연출, 개별 오브젝트를 애니메이팅한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의 인터넷 역시 재미있는

후 가상현실 상에서의 360 카메라를 통한 촬영으로

공간감을 선사한다. 피할 수 없는 광고들과 텍스트가
레이어를 다투며 화면 위에 자리하며, 이들 사이에는

이루어졌다.

속도 차, 크기 차 등이 존재하여 이 또한 작품의

전시 관람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디지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세계에서의 평면적 사용자 경험 뒤에 숨겨진 공간적

디지털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에서의

공간감은

시각적

차원뿐만

디지털 환경과 인간 간의 공간적, 개념적 상리공생에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데이터를 다른 주소의 사이트로 보낼 때 이것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한 기다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이트 간에는 거리, 공간이 있으며 이동을 위해서는

주제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기술적
지연일지라도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사용자에게는

가상현실, 디지털 공간감, 3D 페인팅, 3D 애니메이션,

이것이 또 하나의 공간적 차원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UI/UX

흥미로웠다.
검색부터 사회생활까지, 일상의 대부분을 디지털

1. 서 론

환경에

존재하게

되었기에

그곳에서의

경험을

공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디지털 공간감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한하고 전방향적인 경험을

무한한 내용과 층위를 가진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매체는 360 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가장 흔히 접하는 사용자 경험은 시각적으로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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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이라

생각하였기에

가상현실

공간을

연출하여 전방향 영상을 완성하였다.

2. 본문
2.1 가상현실에서의 시각 표현
작업은 HTC 사의 Vive Pro 와 Cinema 4D, Tvori
를 통해 이루어졌다. 체험자가 디지털 환경에 놓여져
있음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의 평면

그림 2 ‘링크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 (VR 캡쳐본)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모델링하여 가상현실 공간에
위치시켰다.

이 밖에 텍스트와 ‘공유하기’, ‘구독’, ‘좋아요’,

실시간으로 순위가 변하는, 개념적으로는 그 관심의

조회수, 다운로드 버튼 등의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정도가 바뀌고 공간적으로는 내용의 크기와 부피,

구성, 배치하여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디지털 상의

높이와 거리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한 ‘실시간

활동을 표현하였다. 영상 내내 움직이는 조명은

검색어’는 사각틀을 입체화 한 후 지속적으로 크기와

체험자의 시선을 특정 대상으로 집중시켜 디지털

위치 등이 변화하도록 애니메이팅하였다.

환경에서

쉴새없이

움직이는

사용자의

시점을

대변한다.

그림 1 ‘실시간 검색어’ (VR 캡쳐본)
그림 3 텍스트들과 그밖의 요소들 (VR 캡쳐본)

‘링크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 을 표현한 장면은
검색창을 통로처럼 구성하여 실제로 공간을 이동하는

2.2 Tvori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환경의
압도적인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체험자 대비

Tvori 는 VR 상에서 실시간으로 애니메이팅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일반 사람과 작은 건물 정도의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다. 2016 년 부터 개발된 신생

비율로 연출하였다.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3D

애니메이팅

툴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UX 를 자랑한다.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 Import
shelf ’ 에 옮긴 후 HMD 를 착용한 채로 들여온
모델들을 가상현실 상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
사람 형태의 모델을 직접 리깅할 수도 있는데,
Tvori 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디자인한 모델을 가져와 부분별 설정을
하면 각 부위를 가상현실 컨트롤러로 직접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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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 puppet 형태의 ’ 실시간 애니메이팅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 조명 설정과 조명별 애니메이팅까지

체험자가 고개를 전방향으로 돌려가며 가상현실

가능하다. 아직 개발 단계 중인 질감 표현은 금속,

영상만이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의 자유로움과 공간

안개, smoothness, unlit 의 정도 조절이 가능하며

사용의 자유로움을 통해 디지털 세계의 무한한

모든 오브젝트에 적용 가능하다.

공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공간감이 형성된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자 환경이므로
우리 삶의 논리와 같은 맥락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앞으로 공생할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이다.
공간은 우리가 움직이는 방법과 방향을 결정한다.
이동 방법과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은 생각을, 생각은 행동을 결정짓는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간감은 일상 전반에 걸쳐 우리

그림 4 Tvori 속 Timeline, Materializer, Import Shelf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의 흐름과 논리, 의사결정 등에 자연스레
자리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디지털 세계와 더욱

배치와 애니메이팅을 마친 후에는 가상 카메라를

긴밀하게, 상리공생 할 입장으로서 민감히 여겨야할

불러와 촬영한다. 카메라의 동선을 수동으로 조정할

주제이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시야를 따라다니는 실시간
타임라인에서 최종 렌더링 될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가 포착하는 장면을 일반 사진으로 추출할 수

참고 자료

있으며 카메라를 기점으로 하는 360 도 영상 또는

1. Tvori

일반 영상으로 추출할 수 있다.

https://learn.tvori.co
2. VIVE

3. 결론

‘ 3D Animation goes virtual with Tvori ’

위 작업은 평면의 디지털 환경에서 느낀 공간감을

https://blog.vive.com/us/2018/09/27/3d-

가상현실을 통해 입체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요약할

animation-goes-virtual-tvori/

수 있다. 체험자는 만든 이의 의도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여부와는 별개로 입체
공간을 압도적으로 경험할 것이다.

그림 4 원경에서 바라본 작품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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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작품 개념

본 연구는 두 명의 관람자가 만나 서로 손을 맞잡는
스킨쉽을 할 때 공간을 채운 여러 가닥의 푸른
광섬유들이 바다처럼 빛을 발하는 것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Sea the Light>을 창작한 작품
연구이다. 가로세로가 각 3m 인 정방형의 공간에
높이 3m 가 되도록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고 푸르게
빛나는 1.5m 길이의 측면발광 광섬유들을 길게
늘어뜨려 신비로운 깊은 바닷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제작하였다. 어두운 공간에 입장한 두
명의 관객이 서로 손을 잡으면 전도성 센서가
인식하여 릴레이 모듈들이 작동해 광섬유 빛줄기들에
일제히 푸른 빛이 켜지게 된다. 본 작품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존재와 관계의 의미라는 철학적인
주제를 바다라는 메타포와 실시간 인터랙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관람자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디자인하였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광섬유의 시각적
요소 이외에도 청각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경험을

2.1 관계와
만남의
인터랙티브 아트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본 작품은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서로의 존재와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받게 되는 위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본 작품의 개념은 관계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일인지를 잊곤 한다. 본 작품은 이처럼
망각되곤 하는 타인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하여 상기
시켜 주고자 하였다.
2.2 스킨쉽을 이용한 2 인 체험형 인터랙션
본 작품은 위 주제를 작품화함에 있어 2 인의
관람자가 작품에 함께 참여했을 때 반응하는 2 인
체험형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상하였다. 이는 본
작품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관람자의 수이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예술작품과 참여자 사이에 대화가

보다 공감각적으로 증폭할 계획이다.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각 예술 장르와 구별된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아트의 특징을 이용하여 두 명의
관람자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작품을
기획하였고, 특히 2 인의 관람자가 함께 스킨쉽을
하여 만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주제어
인터랙티브 아트, 스킨십, 광섬유, 바다, 만남, 위로

1. 서 론
1.1 작품 개요

적당한 스킨쉽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의 타인을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인상을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관객들이 서로
스킨쉽을 함으로써 관계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위로를
얻도록 하고자 했다. 스킨쉽 가운데 사회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적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손을 잡는 행동’을 설정하였다.

본 작품은 두 명의 관람자가 만남으로써 관계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바다를 시각적이며 경험적으로
표현한 인터랙티브 설치 아트이다. 총연장 1,500m
정도가 되는 여러 가닥의 측면 발광 광섬유를
천장에서 길게 늘어뜨려 바닷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한 작품의 주제인
‘만남’의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 관람자를 두
명으로 제한하였으며,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마주 잡는
스킨십을 통하여서만 작품의 완성된 모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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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치유와 위로의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바다’
본 작품에서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시각화하면서
바다라는 공간적 메타포를 활용하였다. 인문학적
시각에서의 바다는 매우 위협적이거나 두려운
공간이지만 또 한 편으로는 무엇이든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광활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드넓고,
광활하고, 쉬지 않고 숨 쉬는 이 공간은 사람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함을
불어넣는
위로의
공간으로서도 작용한다. 2017 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64.5%가 바다에 대해 친근하게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바다를
바라본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바다가 단순한
두려움의 공간을 넘어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위로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메타포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Side view>

2.4 작품의 설계
작품의 핵심적인 경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두
명의 관람자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 각자 앞에 놓인
2 개의 단상 앞에 선다. 각자의 한 손을 단상에
올리고 남은 손을 서로 마주 잡으면 측면발광
광섬유로 표현된 바다가 빛나기 시작한다. 이로써 두
명의 관람자는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가 만들어낸
‘위로의 바다’를 감상하게 된다.
작품 설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명의
관람자가 만들어내는 바다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구상하였다. 바다는 작품 속 두 관람자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 오는 위로를 시각화한다. 서로 떨어져
무한하게 느껴지는 시공간을 배회하다가 조우하여
만남을 통해 망각하고 있던 서로를 재인식하는

그림 2 <Top view>

순간은 새롭고 신비로운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작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다를 표현할 때 환상적이고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풍경으로 구상하였다. 이러한
구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실험한 결과
측면발광 광섬유를 선택하였다. 광섬유는 많은
굴절을 통해 오묘한 빛을 내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여러 가닥의 광섬유를 설치했을 때 보이는
황홀한 풍경은 본 작품이 의도하는 신비로운
만남의 분위기를 잘 담아내리라 판단되었다.

작품 내 경험은 작품 감상에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1 차와 2 차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1 차 경험은 관람자
두 명이 작품 공간에 입장하는 순간 시작된다.
관객들이 작품 공간으로 입장하는 통로에 들어서면
통로 천장에 매달린 100 여 가닥의 지름 5mm 의 굵은
광섬유들이 사람에 반응하여 빛을 낸다. 다음으로 본
작품의 메인 경험이라 할 수 있는 2 차 경험에서
관람자 두 명은 통로를 지나 메인 홀에 입장하게 된다.
놓여 있는 두 개의 단상에 두 관람객이 각각 손을
올린 후 남은 손을 서로 마주 잡으면 관람자를 둘러싼
지름 1~2mm 의 광섬유 1500 여 가닥이 빛을 내며
황홀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들 경험은 아두이노와
인체감지센서, 전도성 센서 및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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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ensor

입장

Aquire motion from motion sensor

In zone1

Detect motion

해당 작품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바닥에 표현된
바다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변화하는
인터랙션 아트이다. 해당 작품은 바다라는 공간을
빛으로 표현하였고 실시간 인터랙션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인터랙션 방식에서
넓은 공간 안에서 다수의 관람자가 함께 체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빛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빔프로젝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접근이 다르다.
이와 달리 본 작품은 작품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관람자를 2 명으로 제한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인터랙션이 있도록 했다는 점과 빛을
표현하는 재료로 측면발광 광섬유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No
Motion detected?

Yes

Out zone1

Led on
(Dimming)

In zone2

Aquire conductive connection from
conductive sensor switch

Identufy a (touch)Table

Detect conductivity

3. 작품 제작
No

3.1 광섬유 설치

Go near to (touch)Table
Conductivity detected?

본 연구에서는 수천 가닥의 광섬유를 설치 공간 내에

Read the text on the table

균일한 조도로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자인을 검토했다. 기술적 검토에 있어 광섬유에
빛을 제공하는 광원의 설치 위치, 광원의 밝기와 크기,
광섬유와 연결되는 광원 커넥터의 지름 등이 주요
요소가 되었다. 광섬유가 설치 공간에서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린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광원의
위치는 설치 공간 위로 제한되었는데 이에 따라 설치
공간 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무게 또한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설치와 제어를 위해 여러 다발의
광섬유들을 묶어 광원에 연결하는데 이때 커넥터의
형태와 크기도 광섬유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했다.

Yes

Hand on the side touchpanel

1/2 Conductivity detected
(1/2 sensor on)

pile up the another hand
on the middle touchpanel

1/2 Conductivity detected
(1/2 sensor on)

Conductivity detected
(Switch active)

Led on
(Bright)

퇴장

그림 3 <경험의 흐름을 나타낸 Flow chart>

2.5 관련 작품 사례
빛을 이용해 바다를 표현한 관련 작품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빛으로 바다의 느낌을 나타낸
작품들은 존재했으나 본 작품과 같이 2 인이 스킨쉽을
통해 광섬유로 표현된 바다를 체험하도록 한 작품은
유사 사례가 없어 본 작품의 시도는 독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빛을 이용하여 바다를 표현하는 작품
중에서 관람자와 인터랙션 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teamLab 의 <NGV Triennial>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광원들을
테스트한 결과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메이키트사의
LED 광원 RGB 모델을 선택하였다. 광섬유가 설치된
전체 면적 약 9m ²를 5 등분하고 각 영역당 2 개의
광원을 설치하여 총 10 개의 광원을 사용하였다.
10 개의 광원과 아두이노 사이에는 릴레이를
연결하여 광섬유에
연결된 광원을 관람자들이
인터랙션 하는 센서에 반응하여 아두이노가 작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본 작품에서 사용한 광원은 AC 에서
동작하므로 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편리했다. 총 10 개의 릴레이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작동 소리가 나지 않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Solid
State Relay, SSR)를 사용하여 작품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 teamLab, <NGV Trien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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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도성 센서를 사용한 작품 제어

4.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작품은 10 개의 광원을 사용하여 천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치된 광섬유에 빛을 주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빛은 관람자가 서로 손을 잡을 때 켜지게 된다.
이러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의도는 손을 잡았을 때
광섬유가 빛나게 함으로써 ‘만남’의 순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본 작품의 주요
인터랙션은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만 빛이 나고
손을 놓았을 때는 빛이 꺼져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을 위해 전도성 감지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광원을 제어하였다.

본 작품은 2019 년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졸업 전시에서 <Sea the
Light>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작품 내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면서 손을 잡은 뒤 빛이
켜지기 전에 5 초의 간격이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손을 잡은 것을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였지만 체험 결과 서로 손을
잡고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이 즐거운 만남 직전의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체험적으로도
긍정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분은 광섬유가
빛이 났을 때 ‘위로’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만남/재인식’의 순간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센서를 실험한 결과 전도성 센서 모델
가운데 DFRobot 사의 Gravity Conductivity Sensor
Switch 모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모델은
전도성이 높아 사람의 몸을 인식할 수 있음으로 본
작품의 인터랙션을 구현하기에 적합하였다. 2 개의
단상에 각각 전도체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장하여
전도성 센서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센서의 인식
여부를 아두이노가 점검하여 센서의 반응에 따라
광원이 작동될 수 있게 했다.

효과를 준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람객의 형태에 따라 본 작품의 제약에 대한
태도가 상이했는데 작품 공간 속에 2 인만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인과 친구 사이인 관람객은
흔쾌히 들어가 보는 반면 혼자 온 관람객은 도슨트가
함께 입장하여 체험을 도왔음에도 입장하길
주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본 작품이 결코 모든
관람객 형태를 수용하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3.3 작품 완성
이상과 같은 제작단계를 거쳐 작동해 본 결과 의도한
대로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품의 전체
모습은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인터랙션된 작품의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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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 과제로는 두 명의 관람객이 손을 잡았을 때
빛이 나는 시각적 인터랙션에 청각적 인터랙션을
더한다면 효과가 커지리라 생각되었다. 현재 본
작품에 설치된 청각적 요소는 드뷔시의 ‘물의 잔상’을
파도 소리와 믹싱하여 잔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나
관람객과의 인터랙션은 없이 단순한 배경음악으로
설정되어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두 명의 관람객이 서로 손을 잡았을 때 빛이 켜지고
그에 따라 파도 소리도 함께 켜지는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해당 경험을 보다 공감각적으로 증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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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내용

코드빌 (Code Ville)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쓰임새를 교육하기 위해 만든

2.1

기능 요소

가상현실 (VR) 게임이다. 본 게임은 다양한 코딩
요소들을 활용해 단계별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여
플레이어만의 마을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각적인 인터랙션과 시각적인 결과는 사용자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 요소

주제어
가상현실, VR, 코딩, 코딩교육, 교육

1.

개요

1.1

기획 목적

코드빌 (Code Ville)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심리적인
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다. 본 게임에서
주어지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프로그래밍의

그림 2 변수 요소

기본적인 원리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
또한,

본

게임은

가상현실

(VR)

기반으로

구동이되며, 사용자가 플레이를 하면서 직접 자신이
있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조작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사용한 기능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입체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이해할

그림 3 프로그램의 실행 요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 게임에는 <그림 1>과 같이 if 문, while 문, for 문
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 요소,
<그림 2>와 같이 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프로그래밍의 실행을
지시하는 요소로 기능 요소들이 이루어져있다. 이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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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하고 게임 플레이에

사용자는

곧바로 임할 수 있게 된다.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요소들을 박스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마을을

박스들을 옮기고 넣고 조합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
2.2

게임 방법

3.

차별성과 기대효과

3.1

차별성

본 게임은 3D 로 이루어진 가상현실 공간에서
감각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사용자와의 즉각적인 인터랙션
(interaction)과 친근한 디자인으로 어렵지 않게 코딩
학습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코딩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텍스트 베이스의 코딩이 아닌 시각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실제로
사용자가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차별점이다.

그림 4 전체적인 게임 환경

3.2

기대효과

본 게임에 적용된 몰입형 디자인과 직관적인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이해하여 이후 사용자의 심화 학습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주어진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변의 마을을 만들고 제어하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재미를 얻으며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 배치 예시

4.

본 게임은 기능 요소들만이 주어진 공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용자들은

VR

공간을

이동하면서

전시방법

본 게임은 HTC VIVE 를 활용하는 PC 기반 VR
프로그램이다.

컨트롤러를 사용해 기능요소 상자들을 옮기고 조합할
수 있다.

스탠드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을 설치해,

<그림 5>와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 요소

HTC

VIVE 를 통해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을

상자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수와 실행
기능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를 하며 단계별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모니터 또한 설치

주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할 예정이다.

상자들을 배치하면, 그 결과는 곧바로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시각적으로 나타난다.
사용자는 이 상자들을 조합하고 배치하며 산, 나무,
집과 같은 마을의 다양한 요소들과, 기차의 움직임과
같이 마을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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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빔 프로젝터 1 대
(3) 노트북 1 대
(4) 무선 헤드폰 1 대
(5) 책상 및 방석
(6) 삼각대 2 대

작품구분
Interactive Demos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성암관 201 호

전화

작품구분

작품 설치 방식
사용자를 기준으로 키넥트를 전면에, 빔 프로젝터를
후면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전면에 투사된 화면을
바라보며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장비는
삼각대로 고정된다. 사용자는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방석에 앉아 명상을 수행한다. 노트북은 키넥트의
뒤편에 책상과 함께 설치한다.

인터랙션, 인스톨레이션, 미디어아트

설치를 위한 조건

010) 7553 5628

이메일
benybyeon@yonsei.ac.kr

(1) 장비가 설치될 충분한 공간이 필요함  전체 가로
2~3 미터, 세로 3~4 미터, 높이 2~3 미터 정도의

전시방법

공간 필요.
(2) 사용자가 명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함.
가로는 전시공간과 동일하며, 세로는 빔
프로젝터의 투사거리와 동일.

1. 작품 개요 및 기획목적
<더 컴마>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챙길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유도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이다. 기존의 명상을 도와주는 시스템은
주로 모바일 기반으로 제작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기기 특성 상 몰입을 하기 힘든 이동 공간에서
명상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명상 어플리케이션은 명상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현재의 순간을

그림 1 작품 구상도

장비
(1) Microsoft Kin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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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몰입을 방해하도록
디자인 된 경향이 있다. <더 컴마>는 프로젝션으로
몰입감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하여 마음챙김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작품 이미지 및 시나리오 구성

2. 작품의 내용
마음 챙김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명상법으로 ‘분리하여
본다’는 뜻의 불교 수련법 ‘위빠사나(vipassana)’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여
알아차림(知, sampajanna)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챙김(念, sati)을 계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좌선’은 위빠사나 명상법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그림 2 작품 감상 이미지

마음챙김 명상에서 중요한 ‘호흡’은 인간의 신체 활동
중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면서 의도적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정신 활동은 ‘주의(attention)’이며, 명상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의도적인 주의 훈련이다. 따라서 명상은 무의식적인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인 조절 영역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더 컴마>는 호흡과 주의 수련을 도와
자동적인 몸의 내•외적 반응을 의도적인 반응의
영역으로 넓히는 조절력 확장을 유도한다.

<더 컴마>의 시나리오는 총 3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튜토리얼(tutorial)단계로, 사용자에게 정좌
자세 및 명상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사용자가
스크린과 Kinect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 앞에
앉으면, 사용자의 자세를 교정(calibration) 하는
안내가 시청각적으로 나온다. 이를 통해 현재 자세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제공되고 정좌 자세로 유도한다.
그리고 화면 중앙의 구체(sphere)의 인터페이스(그림
3, 4)가 들숨과 날숨의 타이밍을 안내하는 것을 익히게
된다. 이어서 사용자가 정좌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
다음 단계가 이어져 진행된다.
제 2 단계는 명상 단계로, 자연 풍경과 호수 모습을
보여주고, 물이 흐르는 자연의 소리와 범종 소리를
들려준다. 화면 중앙의 구체는 점점 투명하게 되면서
사라지고, 화면이 아닌 자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자의 자세에 따른 시각적 피드백은 실시간
렌더링되고 있는 수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사용자가 정좌 자세일 때 물결이 고요하게 흐르며,
사용자의 자세가 흐트러질 경우 수면이 일렁이도록
파도의 수치를 조절한다.
제 2 단계에서 범종의 소리는 일정 간격으로 총 10 회

3. 작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우리는 <더 컴마>에서 제공하는 명상을 유도하는 여러
시각적, 청각적인 인터랙션 요소를 ‘마인드풀 디자인
(mindful design)’이라 제안한다. 올바른 명상 자세와
호흡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시스템의
반응을 화면에 표시되는 해수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자세 유지에 대한 실시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도와줄 수 없는
명상 자세 교정 연습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마음챙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배경 사운드와 함께 범종의
공명음을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올바른 자세 유지
여부에 대한 긍정피드백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되,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명 음량을 일시적으로 줄여
자연의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였다. 이는
부정피드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명상에
몰입하고, 외부의 지각적 자극에 둔감해져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사건
신호’를
무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상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재생되고, 사용자 자세의 분석 결과에 따라 범종의
소리의 볼륨값을 조절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정좌 자세를 유지할 때 볼륨이 100%,
자세가 흐트러질 때 볼륨이 일정 값까지 떨어지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 호수
물결의 출렁임이 심해지고, 종소리 음량을 줄여 자세를
바로잡도록 구현하였다.
마지막 제 3 단계는 피드백 단계로, 사용자(관객)가
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 차분한 배경과 자연의
소리로 변경되고, 자세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과 다음
단계의 명상법을 음성 안내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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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S: Text 에 무게감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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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DOTS 전체 구조 및 측면 사진, (b) 쇠구슬 디스펜서 정면부, 카트리지 사진,
(c) 쇠구슬 디스펜서에서 출력된 구슬이 나오는 모습, (d) 출력된 텍스트의 모습

요약문

주제어

현대인들은 매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실재하지 않는
텍스트와 그래픽들을 가볍게 소비한다. 우리는 디지털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하는 말의
무게와

진정성에

대해

되돌아보기를

피지컬 픽셀 디스플레이(Physical Pixel Display), 도트
매트릭스(Dot Matrix), 피지컬 텍스트(Physical Text)

제안한다.

DOTS 는 디지털 텍스트를 피지컬 픽셀로 출력하여,
텍스트 자체의 존재적 무게감을 표현하는 피지컬 픽셀
디스플레이이다. DOTS 의 픽셀로 사용된 쇠구슬은
고유의 묵직한 재질감을 가진다. 관람객이 디지털로
전송한 텍스트를 실재화하고 파괴하기를 반복한다.
관람객은 스스로 만들어낸 텍스트가 DOTS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간 당연하게 써왔던
디지털 텍스트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텍스트가 출력될

1. 서론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텍스트와 그래픽을
디지털 픽셀을 통해 생산한다. 디지털 픽셀은 쉽게
다양한 표현과 변형이 가능한 효율적인 단위체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실재하지 않다는 점이 그 무게를
가볍게 느껴지게 한다. 우리는 일상 속 디지털 화면에서
가볍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디지털 텍스트를 현실

관람객이

속에 피지컬라이즈 함으로써, 텍스트의 본질적 무게를

피지컬라이즈(Physicalize) 된 텍스트에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또한, 쇠구슬의 정돈되고 차분한 움직임은

표현하고자 하였다.
피지컬 픽셀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은 픽셀을

텍스트의

우리는

이루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 관람객에게 각각 다른

DOTS 가 관람객에게 전하는 다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관람객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흘려보내는 무수한

감각과 느낌을 전할 수 있다 [1,2,3]. DOTS 는
쇠구슬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의 단위 픽셀로

디지털 텍스트에 대하여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라

이용하는

믿는다.

Display)이다. 쇠구슬의 묵직하고 단단한 재질감과

때의

강한

기계적인

무게감을

청각적

더욱

자극은

돋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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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움직임은 실재화 된 텍스트에 한층 무게감을

이런

더한다.

텍스트를 기다리게 하고 기대감을 심어준다.

관람객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DOTS 로 디지털

청각적인

쇠구슬

경험은

디스펜서와

관람객이
컨베이어

출력되고
벨트가

있는

작동하는

텍스트를 전송하면, DOTS 는 쇠구슬 픽셀로 이루어진
피지컬한 텍스트를 출력한다. 출력된 텍스트들은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텍스트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카트리지에

보이지 않는 자력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굴러가지만,

들어가기 전까지 불규칙하게 굴러다니던 쇠구슬이

상판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롭게 흩어지며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관람객은 자신이 만들어 낸 텍스트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이동하며 극적인 긴장감을 더한다. 이후, 상판을

실재화 되어 생성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며, 이를 통해

벗어나 흩어지고 다시 순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디지털 상에서 본인이 매일 빠르게 소비하는 텍스트의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데의 무게감을 전달한다.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

2. 디자인
디지털 텍스트가 피지컬한 텍스트로 전환될 때
드러나는 무게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쇠구슬을
픽셀로 사용했다. 쇠구슬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은

피지컬한

텍스트의

존재를

더욱

무겁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림 3 DOTS 의 전체 구조와 텍스트를 출력 중인 모습

쇠구슬의 크기는 작지만, DOTS 의 ‘픽셀'로서의
쇠구슬은 존재적 무게가 묵직하다. DOTS 가 주는
다감각적

경험은

쇠구슬의

물리적

특성을

더욱

부각하여 피지컬 픽셀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텍스트를 너무 가볍게 여겨, 그 진정한 의미를 쉽사리
넘겨짚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그림 2 DOTS 에서 출력된 쇠구슬이 이동하는 모습

쇠구슬의 단단하고 묵직한 특성은 DOTS 픽셀
하나하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깔끔한 검정 무광
상판을 사용하여 매끈하고 반짝이는 쇠구슬의 금속
질감과 대비시켰고, 반사된 빛에서 나오는 양감을
강조하여 관람객들이 쇠구슬이 표현하는 텍스트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DOTS
상단 내부 구동계 및 구조물을 디스플레이 상판으로

3. 시스템 구현
DOTS 는 크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쇠구슬
디스펜서로 나뉜다. 컨베이어 벨트는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쇠구슬
디스펜서는

또한, 솔레노이드를 사용하여 쇠구슬의 기계적
소리와 그 느낌을 더욱 살렸다. 쇠구슬 디스펜서가
쇠구슬을 알맞은 위치에 떨어뜨리도록 솔레노이드를
개폐하고, 쇠구슬이 상판 하단의 자석과 달라붙는
찰칵거리는 소리는 옛날 타자기를 연상시킨다.
DOTS 가 출력하는 텍스트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벨트가

움직이는

속도를

감지하여 이에 맞는 속도로 자체적으로 작동한다.
3.1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덮고, 쇠구슬 디스펜서 이외의 부가적인 요소를
절제하여 출력되는 텍스트에 시선을 더욱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4].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크게 구동계와 프레임
골조로 나뉜다. 우선, 구동계로는 컨베이어 벨트에는
8 개의 원통형 네오디뮴 자석(5Ø*3mm)이 박혀 있는
베드 모듈 96 개와 어태치먼트 체인(RS60), 모터
1 개(Samyang Motor K8IG25NC-SU), 18T 기어 2 개,
축 베어링 2 개, 감속기(Samyang Motor K6G-20C),
속도

제어기(Samyang

Motor

Analog

Speed

Controller 2117)가 사용되었다. 체인의 장력을 적정선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11T 체인 텐셔너(Chain

- 1344 -

(C) 2020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ICK 2020

Tensioner)를 사용하였으며, 체인의 상단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상단 체인 아랫부분을 받쳐줄 수
있도록 알루미늄 체인 레일 2 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전체 골격 구조는 알루미늄 프로파일(KHP 2020 &
3030 규격)이 사용되었으며, 강철 브라켓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와 구동계를 전체 골격 구조물 중심에
연결하였다. 골격 구조의 최상단 프레임은 컨베이어
벨트 상단의 자석 베드 모듈이 이루는 평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평면을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지로 덮고,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고정시켜 내부
구조가 피지컬 픽셀이 흘러가는 상판 위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단단하고 얇은 이 상판은 하단의 자석이
안정적으로 쇠구슬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평평한
상판의 평면에 이어지는 곡면은 3D 프린트 된
구조물이 단단하게 받쳐주어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5 쇠구슬 디스펜서의 약식 회로 다이어그램

컨베이어 벨트가 회전하면, 자기장 센서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석 베드의 자석 위에
쇠구슬 디스펜서 배출구 위치가 정확히 위치할 때,
‘OnDetected’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는 자석과
배출구가 맞물리지 않았을 때 호출되는 ‘OnReleased’
함수가 호출되지 않을 때까지 솔레노이드에 전압을
가한다. 디스펜서의 출력 속도는 컨베이어 벨트의
움직임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시스템은
아두이노의 다이렉트 포트 매니퓰레이션(Direct Port

3.2 쇠구슬 디스펜서

Manipulation) 기능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벨트의
변화에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쇠구슬 디스펜서는 한번에 쇠구슬 하나씩만 떨길 수

구성되었다. 출력되는 그래픽은 16 진수 어레이(Array)

있도록 만들어졌다. 쇠구슬 카트리지에서 쇠구슬 한
개가 내려와 솔레노이드 앞부분의 배스킷(basket)에

형태로 미리 지정돼 저장되어 있으며, 시리얼 통신을
통해 대기열에 추가시킬 수 있다. ‘OnDetected’ 함수가

담기고, 솔레노이드가 작동하면 쇠구슬을 끌어당겨

호출될 때마다 어레이의 마지막 행이 솔레노이드

디스펜서 하단부에 위치한 구멍을 통해 쇠구슬을
밑으로 떨구어 준다. 솔레노이드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8 개를 통해 출력되고 대기열에서 삭제된다.

카트리지의 쇠구슬이 밀려 내려와 다시 배스킷에 한 개
담긴다. 회로는 카트리지 뒤편에 위치한다.

4. 결론
우리는 디지털 텍스트의 실재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텍스트의 존재적 무게감을 전달하는 피지컬 픽셀
디스플레이 DOTS 를 개발했다. DOTS 는 쇠구슬을
픽셀로

사용하여

쇠구슬

고유의

묵직한

속성과

절제되고 정렬된 움직임을 통해, 피지컬한 픽셀이
가지는 무게감을 배가한다. 관람객은 자신이 전송한
디지털 텍스트가 현실로 출력되는 피지컬한 텍스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며 픽셀의 물리적 존재를 확인할 수

그림 4 쇠구슬 디스펜서의 Ball Feeding 메커니즘

DOTS

의

쇠구슬

디스펜서는

MCU(Micro

Controller Unit)로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를
사용한다. 아두이노는 모스펫(MOSFET) TIP120
8 개를 제어하여 선형 솔레노이드(EG-004) 각각
1 개씩 제어한다. 솔레노이드가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SMPS 비방수용 파워 서플라이 12V 50A
(600W)를 사용하였다. 컨베이어 벨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아날로그 자기장 센서 2 개를 상판 바로

있다. 또한 솔레노이드의 기계적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각적 자극은 관람객의 시선을 쇠구슬의
등장에 집중시키며 존재감을 극대화한다. 쇠구슬들이
표현하는 텍스트는 DOTS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파괴되며 순환한다. 순환하는 텍스트를
바라보며, 관람객은 이를 통해 일상속에서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채 수없이 사용하는 텍스트의 무게감과
존재감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위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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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Charis is an interactive media installation,
which delivers multisensory experience with light.
When user interact with ElectroCharis in form of hair
grass with fiber optic threads, new experience with
light is given through the combination of visual, tactile,
and auditory senses.

KEYWORDS
Figure 1. Sweeping interaction of ElectroCharis

Media interactive; user interface; new media; light;

Depending on user’s input interaction, new output

fiber optic.

interaction experiences are given. Input interactions

1. MOTIVATION

offer tactile experience. The form of the ElectroCharis

Light is mainly experienced through visual sense.

directly leads to sweeping action. Sweeping action

People seldom experience the light through tactile and

arouse soft tactile of fiber optic, which connects

auditory

new

naturally recalls the memory of the wind breeze.

experience of lighting, through the merge of visual,

While sweeping action interacts with multiple fiber

tactile, and auditory senses. The installation allows

optics, tapping action interact with single fiber optic

light to have more immersive and direct experience.

at a time. Tapping the top of the fiber optic bundle

senses.

ElectroCharis

introduces

The goal is to deliver the aesthetical experience of light
in nature. The interaction was inspired from

give static and hard tactile, as if walking or stomping
foot on a water plant field.

emotional experience in nature; water plant blowing
in the wind under moonlight.
The name of the installation, ElectroCharis, is
combination of Electronic and Eleocharis. Eleocharis
is a short name of Eleocharis acicularis, the academia
term of hair grass. Since charis means grace in Latin,
it can be interpreted as water plant field of light that
arouse graceful sensory.
Figure 2. Tapping interation of ElectroCharis

2. INTERACTION WITH ELECTROCHARIS
ElectroCharis offers light to be experience in visual,
tactile, and auditory sensory. The soft material
property of fiber optic allows it to be an outstanding
material to have flexible, and transformable to be used
in various interactions.

Output

interaction

offer

visual

and

auditory

experience. LED display results in various light effect.
The variation of code allows different alternative of
light outcome. As fiber optic moves, it produces
sentient sound of the wind. By magnifying the in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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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f fiber optic material’s sound effect,
new auditory interaction is feasible.

Figure 5. Data processing of ElectroCharis software

4. ORIGINALITY
Figure 3. ElectroCharis light display

Fiber optics have been used in commercial products.

3. IMPLEMENTATION

Light Cloth is a fiber optic fashion design product that

Fiber optics is arranged in a set of 4x4 grid. Each set

emphasizes the visual sensory of the lights but does

is composed of one Arduino Mega microcontroller,
16 vibration switches, 32 LEDs, and 16 fiber optics.
The vibration switch reads users’ touch inputs that
toggle light, which allows users to experience with
instant feedback of interaction. The effect of a light
changes each time when users give touch inputs. 3D
printed structure holds LED with a bundle of fiber
optics and acrylic sheet to prevent fiber optic bundle
from shifting and moving.

as luminous clothing line (Hashimoto, 2013). It
not extend to other senses.
There are previous art works using fiber optic material.

Stardust Chandelier is an installation art piece made
by Swarovski crystals and fiber optics (Tokujin, 2006).
Although the work transmits still and video images, it
does not interaction with the users. Luma is a fiber
optic light installation where auditory input turns into
light art work (Park, 2015). Due to unavailable tactile
interaction, indirect interaction makes users hard to
instantly visualize the output of the interaction.
ElectroCharis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works as
it recalls the nostalgia of memory of natural lighting
and combines visual, tactile and auditory senses. The
new, direct, and diverse light interaction through
technology and material opens unlimited possibilities
to experience nature’s attributes. ElectroCharis is able
to extend not only in input and output modality, but
also with its shape and size too.

5. POTENTIALS
Beyond the art installation, color and module display
of ElectroCharis can be used

as new

visual

information medium. Displays such as time, weather
information, and commercial advertisement are

Figure 4. Sensor configuration of ElectroCharis
Lighting values and sensor values are saved in array
format in the code. When touch input is signified
through sensor (change in sensor values), lighting
value is increased by certain value. Then the lighting
value gradually decays to its original value.

possible. Installation in botanical related place or
theme allows public to have new interactive and
immersive experience with related nature exhibition.
Exhibitions

is

museum,

gallery,

or

botanical

conservatory are potential installation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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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HBITION METHOD
This work is curated to top of white gallery pedestal
(1200*600*700mm) in an open space for people to
move around freely. Additional supplem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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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tale Sign : 심전도 기반의 몰입적 대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
Telltale Sign : ECG-based immersive conversational visu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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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Telltale Sign’은 두 명의 체험자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 콘텐츠다. 두 명의 체험자는 등을 대고 마주 앉아

madlenki@n
aver.com

데 서툴러졌으며, 상대방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어내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말과 표정으로 담아내지 못한 진솔한 대화의
신호를 보낸다.

정해진 시간동안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주고받는다. 대화 중 두 사람의 심전도 데이터와 이를

바이오피드백

통해 해석한 감정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체험자

경험을 제공한다. 대화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솔직한
감정들은 스크린에 시각화되고, 체험자들은 말과

주위의 공간에 나타난다. 체험 마지막에는 두 체험자가
대화를 나누던 중 받았던 감정 데이터의 통계로 두

주제어

기반

리얼타임

미디어아트,

‘Telltale Sign’은 체험자에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의

표정으로 전할 수 없었던 진솔한 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을 알 수 있게 한다. 전시를
통해 체험자들은 말과 표정으로 담아낼 수 없었던
진솔한 대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

측정

1.2 작품 형태
‘Telltale Sign’의 체험자는 등을 서로 맞댄 채 심전도
센서를 손가락에 착용하고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에
몰입한다. 이때 대화의 상황에서 생체 신호(심전도)가

심전도, ECG data,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data

보내는 감정 데이터는 시각화되어 3 면에 나타난다.

visualization

1. 서 론
1.1 기획 의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올해 7 월 도내
고교생 1 천 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37%가 학교 또는 학원 공부가 끝나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40%는 가족과 대화시간이
하루 30 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1 또한 동화약품과
한국갤럽이 조사한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 이상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0 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고 간편하게

그림 1. 체험자는 등을 맞댄 채 대화를 나누며 생체 신호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내는 감정 데이터는 벽면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된다.

오히려 대화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대화를 통해 나누는
감정의 교류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감정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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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전시 플로우
두 체험자가 3 면이 스크린(하얀 벽)인 전시공간에
들어오면 정면 스크린에서 튜토리얼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체험자들이 공간의 가운데 준비된 의자에 등을
대고 마주 앉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손에

색상 콘셉트

색상은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힘이 있다. 색과 관련한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색채 심리학에서는 삶의 많은
측면에서 색상의 정신적 정서적 효과를 강조한다.
인간의 감성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하여
색채 심리학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착용하도록 유도한다.

심전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2 차원으로 감성을 분류하여

두 체험자가 센서를 착용하면 두 사람의 평균 심박수가

분노, 기쁨, 뉴트럴, 편안, 우울 다섯 가지 감정을
정의하였다.

측정된다. 두 체험자는 나레이션의 안내에 따라 의자
옆에 높인 질문 더미에서 상대방에게 던질 질문을
뽑는다. 두 체험자는 총 5 분간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 받는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센서를 통해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로 감정을 분석해 털실의 색과 애니메이션의

먼저 분노에는 빨간색(#3d1818) 계통의 색을 활용했다.
빨간색은 자극과 활동성의 활발한 에너지가 표출되는
색이지만 그 힘이 지나치면 분노, 포악함, 무자비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도출한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만큼 빨간색을 채택해 표현했다.

빠르기가 변화하여 두 체험자 각자의 앞에 배치된

우울의

스크린에서 재생된다. 체험자는 각자 상대방의 심박이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며 대화를 나누게 된다. 체험자가

파란색은 고요함, 성실함, 긴장 이완 등의 요소를

전체를 볼 수 없는 정면 스크린에서는 측정된 감정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체험자 각각의 니트가 짜여지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
5 분간의 대화가 끝나면 두 체험자는 정면 스크린을

감정에는

파란색(#2b2e4f)을

활용했다.

가지고 있지만 나아가 피곤, 나태함, 우울감을 대표하는
색상이기도 하다. 이에 우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파란색을 활용했다.
기쁨은 노란색(#a74701)을 활용했다. 노란색은 희망과
화사함, 명랑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색상이다. 기쁨,

바라보고 나란히 앉는다. 각 체험자의 감정에 따라 반
씩 짜여졌던 두 개의 니트가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의

행복과 같은 긍정의 색상으로 많이 사용된 만큼 본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 두 체험자는 다양한 감정의

채택하였다.

색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대화 중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공유했는지

평안의

확인한다.

프로젝트에서도 기쁨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노란색을
감정에는

연두색(#586a1f)을

채택했다.

초록색은 흔히 긴장을 완화시키는 색상으로 알려져

2.2 작품의 구현

평정, 진정, 관용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평안을
나타내는 색으로 본 색채를 사용하였다.



중립(뉴트럴)의 감정에는 회색(#4c4842)을 사용했다.

질문의 선정

체험자가 나누는 대화의 질문은 심리학자 아서
아론(Arther Aron)이 친밀감에 대한 실험을 통해
개발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36 가지 질문
세트를 변형해 사용했다. 아서 아론은 누군가와
사적이고 내밀한 개인 정보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와 정서를 나눌
때 친밀감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3 본 프로젝트에서는
체험자가 등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체험자가 사적이고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데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라는 체험의
특성상, 체험의 시간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36 가지의

명도만이 존재하는 흑백의 색상에서 중간에 위치한
회색은 보통 중간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중립의
감정에는 색상없이 명도만 있는 회색을 선택했다.


그래픽 콘셉트

본 작업의 목적은 대화와 심박 데이터를 통해 따뜻한
감성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다.

심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색상 정보를 단순히 보여주지 않고
니트 패턴을 합성하여 더욱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질문 중에 체험자가 질문을 무작위로 뽑아 5 분간

단순한 색상의 나열로는 체험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전달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초당 5 프레임의 5 초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색상 데이터와 합성하였다. 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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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최종 결과물에서 작업의 목적을

대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눈에 띄는 메인 멜로디는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하고 곡의 빠르기 또한 느리게
하여 전체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조성하기



튜토리얼 애니메이션

위해 노력했다. 악기 구성 또한 따듯한 느낌의 클래식

튜토리얼 애니메이션의 그래픽은 털실의 따뜻함과

기타와 피아노 등의 악기 구성을 이용하였으며 풍성한
악기 구성보다는 참여자를 위한 공간감 조성에 신경

보송보송한 질감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였다. 직접
뜨개질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 2D 애니메이션으로

썼다. 메인 멜로디 아래 깔리는 리듬 악기는 전시의

제작하였다.

내용을 생각하여 사람의 심장소리를 표현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튜토리얼의 지시를 알기 쉽게
비주얼라이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실이 풀리며

2.3 인터랙션


의자에 앉은 사람의 형상과 센서를 착용하는 손을
이루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체험자를 준비된
자리에 유도하고 센서를 올바로 착용하도록 유도했다.
체험자가 질문과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갈 때에는

심전도 데이터의 해석

심전도

데이터의

측정에는

광원의

적색광과

적외선광을 교대로 모세 혈관에 투과하여 반사되는
빛의 강도를 증폭시켜 심장 박동 신호를 측정하는
PPG(Photoplethysmography)

방식의

센서를

털실이 심박 모양을 하며 천천히 풀려나가고, 풀린 실은
뜨개 목도리의 부분을 이룬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기

사용하였다.

10 초전부터는 털실 공이 천천히 풀려 정해진 대화

체험자가 심전도 센서를 손가락 끝에 착용하면, 심전도

시간이 끝남을 암시했다.

신호의 R-R 인터벌을 계산해 피크 간의 간격(PPI,



Pulse to Pulse Interval)을 추출한다. 심박 속도를

공간

나무, 천, 실 등의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따뜻하고

나타내는 PPI 가 구축되면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심박 변이율(HRV, Heart Rate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질문지를 나무 스틱으로
제작하여 전시 참여자가 질문을 고를 때 물리적인 경험

Variability)을

나타내는

PSD(Power

Spectral

또한 제공했다.

Density)를 구축한다. HRV 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여

또한 니트 짜임 형태의 영상 결과물과 통일성 있는

긍부정 상태를 판단한다.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센서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전선을 털실로 감아 연출했다.

HRV 와 PPI 를 이용하여 체험자의 감정을 쾌/불쾌와
각성/이완을 축으로 한 2 차원 감성으로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행복, 편안, 중립, 우울, 분노의
5 가지 감정으로 분석한다.

그림 2. 전시 공간 구성 예시

그림 4. 체험자의 감정을 쾌/불쾌와 각성/이완을 축으로 한
2 차원 감성으로 해석한 그래프



그림 3. 나무 스틱으로 제작한 질문지



데이터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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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센서에서 측정된 수치는 심박 속도와 5 가지
감정으로
변환하여
프로세싱으로
전달된다.
아두이노에서 심박 데이터를 가공해 체험자의 감정
상태와 BPM 값을 얻고, 이 데이터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 프로세싱 프로그램으로 전달한다.
프로세싱을 통해 양 측면 스크린에서 심박 속도는
풀리는

털실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속도로

시각화되며, 5 가지 감정은 색상 콘셉트에서 선정한
5 가지의 색상에 맵핑되어 털실의 색상이 바뀐다. 두
체험자는 서로 상대방의 심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전시 공간 구성

정면 스크린에서는 순간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각
털실의 색상이 변화한 것이 니트의 한 코로 떠진다.

4. 결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코가 쌓이고 대화를 마칠 때 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축적된 감정의 변화를 볼 수

본 작품은 의도적으로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있는 니트가 완성된다. 이를 통해 대화를 마치고 난 후,

아트를 대화에 개입시킨다. 평소 관찰할 수 없었던 생체
영역을 컴퓨터로 시각화시켜 대화에 있어 새로운

체험자는 정면으로 돌아앉아 서로의 대화 중 완성된
니트를 보면서 대화 중 감정의 변화를 되짚어 볼 수

배제하는 대신 서로의 심박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있다.

3. 전시 환경에 따른 변화

체험자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처하게 만든다.
환경에서 체험자는 새로운

달라진
대화의

방식을 도모하게 된다. 이는 컴퓨터 기반의 통신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콘텐츠임팩트
창의랩『(콘텐츠

X

감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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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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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개요
핚국의
문화원형(cultural
archetype)
천수관음도를 주제로 핚 프로젝션 매핑아트

중

기획의도
우리나라의 문화원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원형은

대중적인

콘텐츠화가

부족핚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작품은 종교적인 이유로 뉴
미디어와의 접합성이 부족핚 불교문화 원형을 활용해
프로젝션 매핑아트로 재매개 함으로써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근핛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했다.

작품내용

그림 1 게임엔진에서 구현핚 천수관음도

본 작품은 불교미술 중에서 천수관음도(千手觀音)를

작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주제로 그에 담긴 도상을 게임엔진인 유니티(Unity

본 작품은 천수관음도를 주제로 핚다. 불화(佛畫) 라는

3D)에서 재현핚다. 작품의 중심에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관음이 자리하고

장르의 특성상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사찰 또는
박물관 같은 특정 장소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본

있으며 광배부분에는 보살의 능력을 상징하는 천 개의

작품은 설치에 구애를 덜 받는 프로젝션 매핑을 표현
방식으로 삼아 보다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동시에

손이 무수하게 배치되어 시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수인을 나타낸다. 보살의 양 옆으로 용왕과

많은 대중들이 작품을 접핛 수 있게 했다. 또핚 2 차원

선재동자가 천수관음을 예경하고 있으며, 배경에는

평면에서 표현된 작품을 3 차원 공간인 유니티에서
재현하면서 그림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해 관람객은

구름이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있다.

2.5 차원에서 제작 된 작품으로 느낄 수 있다. 나아가
본 작품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요핚 문화원형 중 하나인 불교문화
원형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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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방법
본 작품은 캔버스 천에 프로젝션 매핑하는 형태로
전시핚다. 영상이 투사되는 크기는 가로 227cm, 세로
161cm 이며, 프로젝터와 벽면 사이의 거리는
4m 이상 필요하다.

그림 2 천수관음도 전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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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기억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동적 프로젝션 매핑, 제스처 인터랙션, 미디어 콘텐츠

1. 작품 개요 및 기획의도
1)

2. 작품 내용

작품 개요

우리는 ‘신선’으로 우리의 위치(학회 밖)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학을 타고 잠시 세상 밖(학회)으로 나와
몇일 간 생각을 공유하며 이로움을 전달한다. 학들은
우리의 위치로 돌아 갈 때까지 배경에 남아 ‘신선’을
기다린다. 배경에 남은 학과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
우리가 같은 공간(학회)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공존’은 키넥트 카메라와 동적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이용한 포토월로 관람객의 동작과 참여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된다. 변화되는 이미지는 학을
의미하는 날개와 관람객들의 공존을 뜻하는 배경으로
구분된다. 관람객이 포토월 배경에 이미지를 남겨
다른 사람의 배경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로움을 전달 했음을 알 수 있다.
1) 키넥트 카메라는 관람객의 행동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관람객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설치된다.

하였다. 본 전시에서는 관람객의 동작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변화되는 이미지 시스템,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미지를 투사하는 동적 프로젝션

2) 프로젝터는 관람객의 몸과 주변에 프로젝션
매핑할 수 있도록 관람객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설치된다.

시스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월이 설치된다.
2)

3) 관람객의 주변에 프로젝션 매핑이 잘 보이도록
스크린은 관람객 뒤에 설치된다.

기획의도

현대인들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대체로

삶을 살기
무관심하다.

바빠서
하지만,

다른
현대

4) ‘공존’작품의 시스템은 크게 인식 모듈과 변화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한다. 타인과 협력해야하는
사회에서 공존하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듈로 구분되어 구현되었다. 인식 모듈은 관람객의
골격 혹은 동작을 인식한 후 관람객의 위치와 방향을
인식한다. 변화 모듈은 인식 모듈에서 인식한 위치와
방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모듈이다.

전시 ‘공존’을 통해 관람객들은 포토월 배경 속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 서로의 사진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포토월 공간에서도 서로가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추억이 더 아름답게

5) 사용자가 포토존에서 벗어나면 배경에 학이
추가된다. 이때 학은 랜덤으로 4 자리 중 한 자리에
생긴다. 만약 학이 이미 위치해 있다면 날아가는 모션
이후에 새로운 학이 생긴다. 학은 총 5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랜덤으로 모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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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의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전시 작품 ‘공존’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여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기술과 사람의 참여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 기술을 접목한 포토월이다.
(a) 사용자 입장 전

전시 혹은 연극에서 사용하는 프로젝션
대부분 사람들의 고도의 훈련을 통해 영상과
씽크를 맞춰 동작한다. 하지만 전시 ‘공존’은
동작 인식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따른 동적 프로젝션 매핑이 가능하다.

(b)사용자 입장 후

그림 1. 변화되는 배경 이미지

매핑은
음악의
사람의
동작에

4. 작품 이미지 및 시나리오

그림 4. 전시 작품/장비 배치도

1)관람객은 작품 체험 시작 전에 작품에 대한 간단한

그림 2. 다양한 각도에 따라 변화 되는 이미지

설명을 확인한다.
2)관람객은 포토월에 들어간다.
3)포토월에서 움직이며
이미지를 보고 즐긴다.

동작에

따라

변화하는

4)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고 나온다.

그림 5. 동적 프로젝션 매핑된 이미지 예

5. 사사의 글

그림 3. 변화되는 학 이미지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NRF-2017R1D1A1B03035
718)”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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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3. 작품 내용

크루징(Cruising)

관람객이 무대 위 스케이트보드에 올라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가상공간 속 거리에서 스케이트보딩을 한다.

작품 요약

관람객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점프하거나, 무게중심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끝없이 달려보는 경험

1. 기획목적

바꿔 방향을 전환하거나, 땅바닥을 발로 밀쳐내면 화면
속 스케이트보드가 똑같이 움직인다.

스케이트보드 주행은 실제 상황에선 어렵고 위험하며,

4. 작품의 특징

걸맞는 장소를 찾기도 힘들다.
’크루징’은 실제 스케이트보드를 컨트롤러로 사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달리는 경험을 제공
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쉽게 스케이트보딩의 매력과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실감형 컨텐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심플함이 주는 매력과 몰입감 :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고 목표나 경쟁이 있는 레이싱 게
임과 달리 끝없이 반복되는 깔끔한 거리를 달리는 경험
은 묘한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

5. 구현 과정
4.1 압력센서 제작

2. 전시 방법

압력에 따라 전도성이 변하는 velostat 필름을 이용하여
압력센서를 제작하고, 센서값이 무게에 따라 균등하게
증가하도록 센서값을 제곱하여 사용한다. 이를 바닥에 8
개, 스케이트보드 바퀴 밑에 각각 하나씩 둔다.

프로젝터로 화면을 송출하고, 송출된 화면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무대를 둔다.
관람객이 무대 위 스케이트보드에 올라가면 작품이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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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대 제작
4.4 레벨 디자인

정해진 건물 및 도로 애셋이 색깔과 크기를 달리하며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 모든 애셋들은 도로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심 곡선에 맞추어 휘어진다. 이를 통해 내리막길
/오르막길/커브를 표현한다.

4.5 인터랙션 디자인
(가속) 무대 우측의 바닥 센서의 앞쪽에 발을 댄 채로 뒤
쪽까지 발을 쓸어내려 바닥을 밀쳐 앞으로 나가는 동작
을 취하면 스케이트보드가 앞으로 가속한다. 가속 동작
을 수행하지 않으면 보드가 천천히 감속한다.
(방향전환) 4 개의 바퀴에 각각 부착된 센서 값을 비교
레이저커터를 이용해 절단한 목재를 적층한 뒤 쐐기를

하여 관람객의 무게 중심의 편향성을 파악한다. 무게 중

박아 여러 층의 목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제작

심이 쏠린 방향으로 길이 휘어지거나, 보드의 방향이 휘
어진다.

한다. 무대는 압력센서와 아두이노 기판을 고정, 보호하
는 역할을 하며, 장식용 LED 가 부착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주행감을 위해 Processing 의 noise 함수를

4.3 통신

이용하여 무게중심의 편향성에 따른 길의 휘어짐과 스
케이트보드의 방향전환 비중을 실시간으로 변경한다.(0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압력센서와 무대장식 LED 와

에서 1 사이에서 무작위로 값이 변하는 noise 함수의 특

연결된 하드웨어 ‘Arduino’와 화면에 컨텐츠를 송출하

성을 이용해 오른쪽으로 1 만큼 무게중심이 쏠렸을 때,
noise 값만큼 길을 휘게 만들고 1-noise 값만큼 스케이

는 프로그램 ‘Processing’을 연동한다.

트보드의 방향을 전환함)
(점프) 관람객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점프하면 등장하
는 애셋들의 색상이 일시에 무작위의 색상으로 교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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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프로젝트 <동네 한 바퀴>
박다영
Da - Yeong, Park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지털디자인과
College of Design, Daegu Catholic
University
1996318@naver.com

요약문
노인들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4대 질병인 치매, 관절염,
당뇨, 고혈압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 컨텐츠 게임을 기획하였다.

1) 처음 발판에서 발바닥 모양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된
다. 인트로 영상을 통해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보여준다.

DDR 발판을 이용하여 게임 속 동네를 걷는 메인 게임
과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3개의 암기 게임으로 구성
하였고, 뇌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운동효과도 주어 단
순히 운동 목적이 아닌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한다.

주제어
노인, 치매, 예방운동, 암기, 체험형, 상호작용

1. 서 론
요즘 실버세대들은 경로당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 경로
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윷놀이, 화투 등 집에서도 흔
히 할 수 있는 놀이들로 단순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버세대들의 재미와 건
강한 평생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병하는 4대 질병 예방
운동 콘텐츠를 게임으로 제작하여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기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4대 질
병 중 치매를 먼저 선택하였는데 이유는 치매 환자들은
매해 갈수록 늘어나고, 조기에 발견해 관리를 잘하면
환자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인트로 영상의 일부분이다.

2) 영상이 끝나면 게임 시작 전 DDR 발판을 어떻게 밟
아야 하는지 그 게임에 맞는 게임 방법을 간단한 애
니메이션을 통해 설명한다.

이 게임의 메인 서비스는 ‘걷기’이다. 사용자가 게임을
할 때 실제로 걷는 것처럼 제작하고 행동 유도를 통해
흥미를 느끼게 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것이고,
현실적인 장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
들을 토대로 제작하여 현실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2. 본문
동네 한 바퀴는 unity, DDR 발판을 이용하여 개발하였
다.
그림 2 첫 번째 게임의 설명 영상이다.

User scenario

3) 첫 번째는 걷기 게임이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동
네를 걸으며 일어날 수 있는 있을 장애물로 만들고,
DDR 발판을 밟아 직진, 점프 등의 모션을 실행한
다.
그림 3 첫 번째 게임 화면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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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은 중심 잡기 게임이다. 움직이는 판위에서
중심을 잡아 흩어진 장난감 조각을 모으는 게임이
다.

4) 두 번째는 암기, 순발력 게임이다. 인트로 영상에서
의 스토리 설명을 통해 마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
녁 메뉴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 바구
니에 담는다. 이때 필요하지 않은 재료들도 섞여 답
이 아닌 재료를 3번 이상 담을 시 다시 시작하게 된
다.

그림 5 중심 잡기 게임의 일부 화면이다. 중간에 하얀 공을 이
용하여 블록들을 잡는다.

4. 결론
실버세대가 주 타깃이긴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할 수 있는 체험형 작품이다. 또한 경로당, 요양원 등 어
디에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 누
구나 즐길 수 있다. 단순히 예방 운동이라고 하면 딱딱
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
트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도 예상해본
다.

그림 4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할 때의 게임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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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디지털디자인과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igital Media Design
jimy11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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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3. 결론

당가하다[동사] : 집안일을 주관하여 맡다.

당가당가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사노동의 양에 대해 인지하
도록 했다. 또한 가사노동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영수증 프린트기를 활용한 가사노동 캠페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사노동,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 체험형
캠페인

1. 서 론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의 주체는 누구일까.
1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
여 필요한 노동이다. 가사노동이 인간 생활에 있어 불
가피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는 이제껏
무시되어왔다. 남녀 경제활동 비율이 비슷해진 현대사
회에서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존
재해 여성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2고용노동부가 2014년 기준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
널조사를 활용해 성별 가사분담률(무급노동시간 비중)
및 총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
은 16.5%로 통계를 산출한 2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
다.우리는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의 주체가 ‘우리
모두’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
하게 되었다. 영수증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가사노동이
소비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2. 본문
<당가당가 프로젝트>는 웹과 영수증 프린트기가 연결
되어 인쇄물을 출력 할 수 있는 체험형 캠페인이다. 식
사, 청소, 세탁, 관리, 돌봄 총 다섯가지의 카테고리 내
에서 가사 노동의 횟수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한다. 앞
서 작성된 정보에 의해 출력된 ‘가사노동 영수증’은 노
동의 양이 시각화된 형태로 보여진다. 출력된 영수증으
로 사용자 간에 영수증 길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자신의
가사노동의 참여도에 대한 결과를 직관적으로 인지하
도록 했다.

(1) 단위
1M=1CM=1HOUR
(2) 수량 추가시
+1M(1CM)
(3) 아이콘 기본크기
3M(3CM)
(4) 캐릭터 성별 선택 가능
(5) 22M=22CM=22HOUR
의미

그림 1 가사노동 영수증 시스템

1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4716&cid=40942&categoryId=32075

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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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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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피드백 기반 실시간 미디어아트(하드웨어) 제작: Mind Bridge
김도균
Dogyun Kim

김지수
Jisoo Kim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dodokimkr@naver.com

Sogang University
ally970307@gmail.com

작품개요

제작 과정

해당 작품은 가상현실 컨텐츠를 체험한 사용자의
바이오 피드백(EEG, eye tracking) 정보를 하드웨어의
움직임과 색(밝기)으로 mapping 한 미디어아트이다.

주제어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바이오 피드백

기획 목적
1 인 관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VR HMD 를
착용하고 작품을 감상할 준비를 마치면 육각형 테두리
모양의 막대 LED 가 내려온다. 정해진 높이까지
내려온 후, VR 컨텐츠가 재생되기 시작한다. 평온,
슬픔, 고요, 긴장 등의 감정 요소가 가미된 콘텐츠가
재생됨에 따라 변화하는 관객의 EEG 및 eye tracking
정보를 받아드린 LED 막대는 마치 이리저리 변화하는
관객의 감정을 보여주듯 움직이며 공감, 즉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작품을 통해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에
질문을 던진다.

Figure 2 바이오 피드백 데이터를 하드웨어로 표현하기 위한
설계 및 제작 과정

기대 효과
Mind Bridge 는 두가지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VR 을 착용하여 스스로의 신체정보를
통한 결과물을 얻는 것, 타인의 결과물을 감상하는
Figure 1 작품 구동 모습

것이다. 어떤 방법이던, 타인과 스스로의 감정을 새로운
방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콘텐츠, 공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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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5.감정 – 라이팅
Cupkova, D., Kajati, E., Mocnej, J., Papcu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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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The Marione.TTF, (b) Stepper motors with bobbin control the thread, (c) Track roller bearings
minimize the friction of thread, (d) The words ‘FAT’ and ‘FIT’ were presented by Marione.TTF
1.1 Type of graphic

ABSTRACT

First, in the graphic type, the alphabet letters were

We introduce ‘Marione.TTF’, a kinetic font
module that expresses letters and contexts through

chosen. The advantage is that straight lines and
curves are evenly arranged and can present words

body movements of marionettes. By using a

in various languages.

marionette connected to a transparent thread,

1.2 Method of presentation

natural movements are created. The Marione.TTF
consists of a marionette, a support part containing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present letters

motors that control thread and a motion detecting

in a different way than in letters themselves. One of
the most familiar methods is the ‘body language’.

sensor, and a ring part that contains track roller
bearings. Combinations of tightening and releasing

For example, make an ‘O’ with arms or fingers for

threads connected to one marionette generate

saying “Yes” or “I Agree”, and make an ‘X’ for
saying “No” or “I disagree”. The heart shape also

motions to present the kinetic font. People can
experience realized ‘body language’ by linking a

be used to their loved ones to deliver love symbol

word and the context of movements.

and meaning. The marionette was chosen to show
this kind of body gestures through a product.

KEYWORDS

Because it is made after a human body, it can

Marionette, kinetic font, body language, automata

express letters with movements of the joints[1,2].
Using thread, a traditional marionette controller,

1. INTRODUCTION

they were used to create letters.

To design a new display requires ideas and

2. SYSTEM DESCRIPTION

relevance for two factors; the type of graphic to be
displayed, how it is presented. When these two

One Marione.TTF module consists of one
marionette, an Arduino Mega 2560 microcontroller,

elements work together, it can have an interesting
effect on the audiences.

three 28BYJ-48 5V stepper motors with custom
3D printed bobbins, a case part containing a
motion detecting sensor, and a ring part with 10
track roller bearings. When motion sensor de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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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ound, the stepper motors spin bobbins to
wind or unwind the thread to create marionette’s

people pass by. The fitness center can get an
advertising effect by triggering people with interest

movements.

and willingness to exercise.

A marionette is printed by MJP 3D printer capable
of making delicate part up to 32 micrometers, so

Second, the larger size of ‘Marione.TTF’ can be
used as an installation for campaigns in public

that the joints can move smoothly. The 9-shape

places such as the city hall square. Looking at

rings are screwed into marionette’s joints and
connected to the thread. The ring part is minimized

moving marionettes, the public will be aware of
their health and exercising plan.

to give magical movements. Track roller bearings

4. CONCLUSION AND FUTURE WORKS

placed between the laser-cut transparent acrylic
part and the FDM-type 3D printed part. Bearings

A kinetic

font generating

module

has

been

developed using marionette’s body movements. It
not only expresses letters, but also delivers a

with a guide groove and a zig-zag thread
connecting system minimize friction and derailment
when the thread is moving. The support part is also

message of a word by putting actions that matches

3D printed PLA. A motion detecting sensor and a

the meaning of it.

motor holder with are attached. The holder has a
guide hole to allow the thread from the bobbin to

For various cases and applications beyond a FAT

pass to the ring part.

that marionettes can take and the texts or symbols
that they can express. In addition, technical

& FIT case, it will be valuable to study the gestures

In the final assembly, to minimize the friction of
the thread and prevent it from getting caught in a

research on interactions with audiences will be
conducted so that messages can be communicated
more effectively through interactions than by just

gap between the parts, all parts were adjusted and
tightened with bolts and nuts.

looking at installed Marione.TTFs.

3. USER EXPERIENCE & APPLICATIONS:
THE CASE OF ‘FAT’ AND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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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OREOREO on standby, (b) OREOREO on active, (c) Actuation system of OREOREO

display that moves freely on the liquid surface.
It will convey a new experience that is hard to
predict from the appearance of the cookies in
milk, from dancing to delivering information
through free motion on liquid.

ABSTRACT
Unexpected
interaction
with
everyday
objects fascinates people, and many of the
works have already been tried. However,
interaction with objects on water has not been
explored much despite its proximity to life.
We introduce "OREOREO," a motion display on
the water. Through the OREOREO, we have
implemented free two-dimensional motion on
the surface of the water, enabling a
comprehensive display of water and floatings
on it. OREOREO enables various expressions
such as text presentation, data visualization,
dancing, and acting. As a demo installation, we
created an audio station where users could
interact through buttons to demonstrate
possible scenarios and collect user feedback.

2. SYSTEM DESIGN
2.1 Actuation Parts
The OROREO consists of four floatings and
control modules that were paired individually.
Each floating has a magnet in the shape of the
daily object, and the paired magnet on the end
effector of the control module in the lower
part of the tank controls the movement of the
floatings. The control module consists of one
servo motor and one motorized slide
potentiometer. The servo motor determines
the axial rotation of the end effector, and the
motorized
potentiometer
controls
the
movement of the radius direction. The
potentiometer was modulated from the
existing dc input-output system to the servo
system by attaching an IC circuit of the servo
motor. The motorized photometer can
implement a displacement of0 to 100 mm, and
the servo motor can produce a rotation angle
of up to 180 degrees. The four modules have
been deployed to do not overlap with each
other. In the developed final module, the range
of motion of the servo was limited to 0to 90
degrees to cover as many areas as possible
while not overlapping each other’s areas.

KEYWORD
Physical display, Interactive display.

1. INTRODUCTION
The interaction with the daily objects strikes
people with its unpredictability and the
expansion of interface modality. Some artists
such as students of ECAL[1,2] have
suggested unique interactions with objects
they may encounter in their daily lives. On the
other hand, interaction with or on the water
has inspired a variety of artists and
researchers[3,4]. But due to it's relatively
difficult to control there are only a few
examples of universal and user-friendly
interaction systems. We present the OREOREO,
a work that gives magincal effect on liquids in
everyday life. The OROEREO is a floating

2.2 Magnets
Each floating and end effector has a pair of
neodymium mag-nets that can b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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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e OROREO enables various interactions
and expressions expected from floating
objects and links them to everyday life
through the analogy of snacks in milk. We
expect that the unique interactions shown by
the OROREO is not limited in current state, but
will also be able to try other axis movements
such as rotating, rising and falling of each
flotation, and will be able to create more indepth interactions by closely linking displays
to the colors of water and water flows.

Figure 2. Detailed view of actuation part

attracted to each other. Since the polarity of
the magnets is oriented in a vertical direction,
there is very little constraint for rotational
movement. Each floating pushes one another
out of the planar direction because all the
polarity of magnets were aligned in the same
direction. As a result, the connection between
each pair is enhanced and the possibility of
crossing is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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