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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based on four different holding styles of a 
smartphone, which is determined using a set of inertial 
sensors included in the smartphone, we suggest an effective 
method to estimate the heading direction of a user while he 
is walking. The four main holding styles are divided into 
thirty six sub-cases, which can cover a very free style of a 
user holding a smartphone. The classification of holding 
styles can support to get better performance of heading 
estimation. Furthe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s is verified experimentally. 

Author Keywords 
PDR; smartphone; holding styles; heading direction. 

INTRODUCTION 
Nowadays, as smartphones becam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everybody has started to own one. The companies 
promptly realize and develop their own phones with various 
types of hardware. In recent, with the tremendous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modern-phone (called 
smartphone) can provide solutions for designing more 
sophisticated applications to support the user in different 
ways of daily life. In the field of computing healthcare, 
many researchers focus on building the systems that are 
helpful not only the patients but also the doctors. In the 
situation of tracking the daily activities and managing the 
schedule of a patient, the pedestrian dead reckoning (PDR) 
technique is considered. 

Pedestrian dead reckoning is the technique to know the 
position of a walking user after time when number of 
walking step, walking distance and walking heading are 
determined. In this work, this technique is combined with 
the smartphone, which has a lot of integrated sensor types 
such as the tri-axial accelerometer, gyroscope, 
magnetometer, etc [1]. Based on those sensors, the 
localization problem can be solved for indoor environment, 
where the GPS signal cannot work well. 

However, while using the smartphone, we have to face 
many challenges because of the noisy inertial sensors. 
When a user is walking, he can keep the phone freely 
around his body, such as on hand or in pocket of his 

trousers, and for each different position, the corresponding 
of input sensor data is different and it will make a big effect 
to build a good PDR system based on smartphone.     

In this paper, the proposed method first attempts to classify 
the smartphone holding styles of the user while he is 
walking, and then, on the basis of the holding style, the 
heading direction will be estimated. This work is the 
contributi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DR system, 
with the result about the step detection and step length 
estimation are introduced in [2]. 

RELATED WORK 
Some researchers consider smartphones mounted strictly on 
foot (Shin et al. [3], Alzantot et al. [4]) or waist (Shih et al. 
[5]) or put it into the pocket (Bissig et al. [6]), or held on 
hand (Mikov et al. [7]) and on the basis of this smartphone 
holding style, they attempted to estimate the number of 
walking steps and then the step length, heading. For 
example, they use the zero velocity update (ZUPT) method 
for detecting the walking step after the identification of 
some motion modes such as texting, calling, carrying in [8] 
by Susi et al.; Li et.al [9], El-Diasty [10], Jin et.al [11], Roy 
et.al [12] also designed their PDR system based on using a 
smartphone and focused on how to extract the features to 
find out the exact heading movement of a walking user. 

SMARTPHONE HOLDING STYLES AND HEADING 
ESTIMATION 

Smartphone Holding Style Estimation 

A holding style is defined as the position of a smartphone 
with respect to the user’s body. There are many positions in 
which a user can hold his phone such as in hand or in his 
pocket or bag while walking. In our work, we discriminate 
among the four main different holding styles: holding the 
phone in hand (for texting, playing games, or watching 
news) (HA), holding the phone parallel to the ears while 
making a call (CA), swinging the phone while walking 
(SW), and putting the phone in a pocket (PO), as shown in 
Figure 1. However, in daily life, the holding style of people 
in a same target can be different. For example, when 
making a call, some people hold the phone parallel to the 
right hand and the right ear, but others can use thei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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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and left ear. Thus, we can easily see that for a more 
convenient holding style, we have to cover more sub-cases 
for each holding style. Recently, after many extensions, we 
can cover four main holding styles and thirty six sub-cases, 
as shown in Figure 2. First of all, we assume that the 
holding style will be recognized whenever the user is 
moving; otherwise, we assume that the smartphone is in the 
static status, which means that it is placed on a table. Then, 
when the user is already moving, we try to figure out 
whether he is in the fake walking status (walk in place) or 
real walking status (walk forward). In the case the user is 
walking forward, we will classify them into four main 
smartphone holding styles with thirty six sub-cases. 

Figure 1. Four smartphone holding styles. 

The method to discriminate among holding styles is based 
on a set of inertial sensors with a sampling frequency of 30 
Hz. Tri-axial gravity = ( ), tri-axial gyroscope 

= ( ), tri-axial orientation =( ), 
proximity (prox) and light sensor (light) are sensors that 
we use for determining the smartphone holding styles. 
Moreover, besides the combination of raw sensor data, we 
calculate some other features, such as the magnitud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se sensors, in order to further 
clarify the classified results. At every sampling time, the 

phone will try to estimate the current holding style by 
calculating the sensor input data, and if any holding style 
can satisfy a set of conditions with different thresholds, it 
will be recognized as the current one. However, the final 
holding style to determine the accuracy of holding style 
identification will be considered at every new detected step. 

For ease of understanding, we divide this part into many 
stages from the overall holding style to the sub holding 
styles. At the first stage, there are four basic holding styles 
to be classified: holding the smartphone in hand (vertically 
and up) (HA), making a call (right hand and left hand) 
(CA), swinging while walking (ahead inward and 
backward) (SW) and putting the phone in the front pocket 
(down) (PO) of the trousers. The “Changing Style” status is 
added to notify that the holding style of the smartphone is 
changed from one style to another and is described by the 
magnitude value of gyroscope ( ). IF > Th1

THEN the result will be shown as “Changing Style”. 

Figure 3. Four sub holding styles for (HA). 

Figure 2. Sub-cases of four holdi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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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olding style (HA),  and  are used. When the 
smartphone is in (HA), IF  > 0 and  < 0 THEN it is 
“Up” status and vice versa for “Down” status as in Figure 3. 
The “isTouch” function is added for (HA) to point out the 
status whenever the user touches the screen for texting or is 
just watching something on screen. For holding style (CA), 
we use prox and . When the smartphone is near the 
user’s ear, prox will work, and with the positive value of 

 for “left hand” and negative values for “right hand”, 
the holding style is determined as (CA); for (SW) is a range 
of  and for (PO) is  < 0 and light < Th2. 

More specifically, in stage two, in the case of (PO), we 
discriminate the smartphone’s holding style into two 
statuses: placed in the pocket with the screen points inside 
or outside as compared to the user’s body. To do so, we use 
one more feature: . IF  < 0 THEN the screen points 
inside and positive one for outside. Furthermore, when the 
smartphone is placed in the pocket in the up position, there 
can be some confusion between the holding styles (CA) and 
(PO), so that the “ ” feature can be used to solve this. 

 ≤ Th3 for (CA) and > Th3 for (PO).  is 
calculated as in Equation 1: 

 =     (1) 

In the next stage, whether the smartphone is placed in the 
front pocket of the user’s trousers in the up position or the 
down position can be figured out by using  as in the 
cases of holding the smartphone up and down in hand. 
Once again, we extend the holding style (HA) with 2 sub-
cases as shown in Figure 3: holding the phone on hand on 
landscape mode with left side and right side by utilizing a 
set values of  and isTouch function for touching 
the screen.  

Figure 4. Modes 1 and 2 when holding the phone in the pocket 

of the user’s trousers. 

In addition for classification, (PO) is divided into two 
modes, namely 1 and 2, because the trousers’ pocket can be 
large, as shown in Figure 4. To solve that, “ ” is 
calculated as in Equation 2: 

=      (2) 

 will be calculated every t0 second. The smartphone 
in mode 1 will have a bigger value than in mode 2. 

In forth stage, we classify the smartphone holding styles 
into four styles: in the front pocket of the trousers, in the 
back pocket of the trousers, in the shirt’s pocket, and in the 
backpack’s pocket. Backpack is an additional sub case 
since many people often keep their smartphones in their 
backpack while walking. Between the shirt’s pocket and the 
front pocket of the trousers, “ ” value is used by 
saving  to a list of 30 samples and find the maximum 
value of this. Smartphone in shirt’s pocket has a smaller 

 value. For classification into one of the four 
holding styles mentioned above, two more features are 
added and calculated at every t0 second: “ ” and 
“ ” as in Equation 3 and Equation 4: 

 =  (3) 

 =  (4) 

Table 1 shows the conditions to classify four different 
holding styles. 

Table 1. Conditions for (PO) classification. 

Features 
Shirt’s pocket ≤ Th4 ≤ Th5 

Front trousers’ pocket > Th4 > Th5

Back trousers’ pocket ≤ Th4 > Th5

Backpack’s pocket > Th4 ≤ Th5 
Here, Th4, Th5 are different thresholds. 

Figure 5. Four classifications of (SW). 

In fifth stage, besides the “ ” as in Equation 2, “ ” 
(Equation 5) is the additional feature for discriminating 
among four different cases of (SW): swing ahead and 
inward, swing ahead and outward, swinging backward and 
inward, swinging backward and outward, as shown in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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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Table 2 shows the condi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four different holding styles of (SW). 

Table 2. Conditions for SW classification. 

Features   
Swing ahead inward > Th6 ≤ Th7 

Swing backward inward ≤ Th6 ≤ Th7 
Swing ahead outward ≤ Th6 > Th7 

Swing backward outward > Th6 > Th7 
Here, Th6, Th7 are different thresholds. 
And in last stage, calculating in every t0 second the 
“ ” value is used for the classification 
between two holding styles: Holding the smartphone on 
hand in landscape mode and swinging the phone. 

          =        (6) 

Swinging smartphone will be recognized in case that 
 > Th8, and the smaller one for keeping the 

phone on hand in landscape mode. 

Table 3 presents a summary of all the features that we use 
for the classification of all holding styles. 

Heading Estimation 

The basic heading estimation method we applied the same 
idea with Lawitzki [13]. Then we applied more methods 
combined with the basic one to make the final result better. 

When we use the azimuth of orientation sensor (software 
sensor) (Heading method A), or using the heading direction 
calculated from gyroscope sensor in horizontal plane as in 
[12, 14] (Heading method B), we will have the accumulated 
error of the heading after time because of the drift of these 
sensor types. Thus, to compensate for the drift, we combine 
the acceleration and magnetic values to compensate for the 
gyroscope values and keep it run stably by using the 
complementary filter introduced by Shane [15]. Figure 6 
illustrates the drift of sensors after time and our stable 
method. 

Thus, for each holding style, we compensate the heading by 
many ways. Adding / subtracting the heading value in 
degree with constant values to keep the right heading of the 
user in case of the static styles such as  (HA) and (CA). For 
the dynamic styles such as (SW) and (PO), we calculate the 

mean of 12 continuous samples of heading as shown in 
Equation 7:  

 =         (7) 

 will be calculated at every t0 second. 

 
Figure 6. Heading drift comparison. 

The quantization method is used for choosing the direction 
that the user is walking through. In this work, we divide the 
360° heading into 8 directions, which means each direction 
will have a range of 45°. The reason for this choice is 
because we assume that in indoor environment such as 
building, hospital, the structure is not much complicated 
and 8 directions is clear enough.  

In fact, there is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true North 
coordinate axes and the building coordinate axes in which 
the user is walking, therefore, we assign the real direction 
of the building to the 8 directions by adding / subtracting to 
the range of direction with a constant k value. In case of our 
building, 15° is the deviated angle in compared with the 
true North coordinate. For example, the default range of 
East direction is 67.5° to 112.5°, after reassigned with the 
constant value, the range changed to 52.5° to 97.5°. 

Finally, one more method is applied to compensate for the 
error at the edge of two continuous direction such as North 
East and East, East and South East. When the heading value 

 Holding 
styles 

Features (15) 

    prox light isTouch         
1 HA ● ● ● ●   ●      ●  For 

“Changing 
Style” 
status 

2 CA ● ●   ●     ●     
3 SW ● ● ●     ● ●   ● ●  
4 PO  ● ●   ●  ● ●  ● ●  ● 

Table 3. Summary of features used for holding styl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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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creasing (0° to 360°), a constant value is added to the 
range of current direction and vice versa, when the heading 
value is decreasing (360° to 0°), the range of current 
direction is subtracted by a constant value. In our work, the 
constant value is ±10° respectively. For example, the 
default range of East direction is 67.5° to 112.5°, if the 
moving heading is increasing, the range of East will 
become [77.5°;122.5°] and [57.5°;102.5°] if it is decreasing. 

Figure 7 shows the final result of the heading after we 
applied a set of methods. In this Figure, we changed the 
holding styles randomly and freely but the final heading 
just fluctuated in a small range of 45°. 

EVALUATION 
In all experiments, our smartphones attempted to estimate 
the holding style and heading after each new detected step. 

Smartphone Holding Style Estimation 

The experiment was executed in three scenarios as shown 
in Figure 8 and with five subjects having different heights 
ranging from 1.62 m to 1.80 m.  

 
Figure 8. Three scenarios. 

For the smartphone holding style estimation, the five 
subjects held the smartphone while walking in five cases 
corresponding to the four holding styles, namely (HA), 

(CA), (SW), and (PO), and a random mixture of all of these 
styles. For each case, each subject walked twice, which 
means 10 times for each scenario and 150 times for five 
subjects in three scenarios. The holding style would be 
recognized whenever a new walking step was detected. 
Table 4 shows the results when we separately tested each 
holding style in three scenarios and Table 5 shows the 
performance when the users were allowed to change their 
holding styles freely while walking in whole scenarios: 

Table 4. Error rate of separate holding style in three scenarios. 

Holding 
Styles HA CA SW PO Error 

Rate (%) 

R
ec

og
ni

ze
d HA 2784 0 0 12 0.43 

CA 0 2574 0 0 0 

SW 104 0 2610 0 3.83 
PO 15 0 35 2638 1.86 

Table 5. Error rate of mixed holding styles in three scenarios. 

Combination 
Styles HA CA SW PO Error 

Rate (%) 

R
ec

og
ni

ze
d HA 977 0 9 4 1.31 

CA 2 769 10 0 1.54 

SW 10 5 496 0 2.94 
PO 3 0 9 440 2.65 

From Table 4, the result is good with the error rate for 
separate holding style reaching to 0% for (CA) and highest 
one is 3.83% for (SW). The average error rate for this case 
is only 1.54%. Based on the confusion matrix in Table 5 
with the combination of holding styles, the lowest and 
highest error rate are 1.31% for (HA) and 2.94% for (SW). 
The average error rate is approximate 1.9%. Errors can 

Figure 7. Heading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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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 in the case a user starts walking forward but does not 
have the right holding style at the beginning. For example: 
Before a user has the (PO) holding style while walking, he 
has to change from the current holding style to the new one 
(PO); if “Changing style” cannot be recognized, the system 
will show another holding style, such as (HA) or (CA), and 
give an erroneous result. 
Heading Estimation 

The experiment was executed in three scenarios. In scenario 
1 (79 m), we tested the performance of the heading 
estimation while walking straight forward. In scenario 2 (35 
m), we assumed the indoor environment includes many 
corners that the user would change his direction many times 
while walking. The last scenario was the circle scenario (R 
= 12 m) that we tested the changing of heading in 8 
directions with 1 round walking. 

One user was allowed to walk in 3 scenarios and for each 
scenario, he changed the smartphone holding styles 
randomly and freely. Each scenario were executed 15 times 
and 45 times for total. 

Figure 9, Figure 10 and Figure 11 show the results of 3 
scenarios with the heading directions are plotted based on 
the number of walking steps. The results are good and the 
estimated heading can keep the same shape with the true 
heading. The error can occur because of the slow heading 
determining of the system. Currently, we uses lots of 
methods to find the final heading, so the system cannot 
update the right direction immediately if the pedestrian 
change their heading suddenly such as 900 changing. 
Another limitation is the freely holding style of the user 
such as in (SW). In this case, if the user does not keep the 
phone’s heading in the same direction with the walking user, 
an error can occur.  

Table 6 shows the mean error rates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in three scenarios. 

Table 6. Heading declination in three scenarios. 

Heading 
declination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Mean Error 
Degree 11.880 15.050 18.40 

Standard 
deviation 2.48 4.57 5.34 

Based on Figure 12, at the 90 percentile, the heading errors 
(in degree) of three scenarios are within 150, 200, 250. It 
proves that when we change the heading direction in many 
short periods, the heading error will increase. The reason is 
also because of the delay time for getting the right heading 
of the system. 
 

 
Figure 9. Heading estimation for scenario 1. 

 
Figure 10. Heading estimation for scenario 2.  

 
Figure 11. Heading estimation for scenario 3. 

CONCLUSION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method to estimate the 
smartphone holding style, and on the basis of this method, 
we estimated the walking heading more accurate. Recently, 
four main different smartphone holding styles and thirty six 
sub-holding styles are the numbers of holding styles that we 
can cover with the highest error rate is just 1.9% for freely 
mixed many holding styles while walking. We also 
suggested a heading estimation method that can be usefu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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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the exact heading of a user, one important feature 
that can make a big effect to the final result of the PDR 
system.  In future, we will use all the methods that are 
suggested above to build a full PDR system and we will 
combine the PDR technique with the WiFi fingerprinting 
technique to get the final target, the accurate updated 
position of user in indoor environment, better.  

 
Figure 12. Heading 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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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cognitive impairment on linguistic abilities 
has been a topic of continuous interest in dementia stud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agreement on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dementia progression and 
the patients' morphological capacity, and the role of 
morphological phenomena other than inflection has been 
relatively underreported. We present a longitudinal study of 
writings by Iris Murdoch (diagnosed of Alzheimer's 
Disease after her death) and Arthur Conan Doyle (no 
known record of dementia diagnosis), using two novel 
measures to account for the usage of complex morphology 
and lexical innovation. The results imply an association 
between lexical innovation and cognitive decline caused by 
dementia, as observed in Murdoch's works beginning from 
her mid-fifties, in contrast to a milder tendency in Doyle's 
works. Our findings contribute to a potential for facilitating 
early diagnosis of dementia through automated language 
processing approaches.∗ 

Author Keywords 
Lexical Innovation; Morphology; Dementia; Alzheimer’s 
Disease; Mild Cognitive Impairmen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utomatic Text Analysis. 
ACM Classification Keywords 
I.2.7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xt analysis. 

INTRODUCTION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we investigate 
whether we could establis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nection between the progression of dementia and the 
subjects' command of morphology. Whether the trends 
found in previous dialog-based experiments are similarly 
observed in text analysis or not, and whether including non-
inflectional morphology yields a different result would be 
the focal points of this research. Second, if it is indeed the 
case that a significant correlation can be established 
between the subjects’ command of morphology and 
dementia progression, we would like to propose an 
automation guideline in order to facilitate future language 
processing applications for the detection of early symptoms 
of dementia or signs of a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phase. 

∗ Corresponding Author 

Motivation 
Dementia, such as Alzheimer's Disease (AD), is known to 
have a long preclinical phase; for example, a decade or 
longer for AD [22].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the patients 
go through a transitional stage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from healthy aging to dementia, in 
which the symptoms are often non-obvious or mild [16, 17, 
20]. For this reason, identifying early signs of cognitive 
decline in an individual ha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clinical dementia research [23].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pply a text processing 
approach to this issue, examining dementia patients' 
linguistic characteristics manifested in writings in a 
longitudinal manner [5, 6, 9, 12, 15, 18]. However, the role 
of morphology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such studies. 
The effect of dementia on morphology has been explored 
mostly in oral, task-based experiments involving a real-
time speech production of the subjects. As noted in [1],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rphological competence1 and diachronic progression of 
the disease. Moreover, most existing studies have 
exclusively considered inflectional morphology [1].  

Building on from these previous studies, we attempt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otential declines in 
morphological capacity reflected in the subjects' writings. 
We furthermore expand the types of morphological 
phenomena accounted for by capturing non-inflectional 
paradigms through novel quantification methods. We also 
investigate whether these methods can be developed or 
integrated into an automated language processing system 
that detects preclinical stages of dementia. 

Related Work 
A similar longitudinal study has been conducted in [9] and 
[15] using the same dementia-diagnosed subject –  Iris 
Murdoch. [9] examined novels by Murdoch in terms of 
diachronic lexical and syntactic changes. However, as 
pointed out by [15], this analysis was limited to 3 of her 
novels and showed problems in methodology. [15] 
presented a reinforced, larger-scale study of Murdoch's 
novels and additionally analyzed the works of P.D. James 

1 The term “competence” in this article is not used in the 
context of any particular linguistic theory where the term 
bears a contrastive meaning to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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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control) and Agatha Christie (potential 
undiagnosed dementia patient) for comparison. Their 
results support the argument that certain linguistic changes 
observable in dementia patients' writings over time are 
correlated with diachronic progression of the disease. This 
tendency was clearer in lexical decline than in syntactic 
decline.  

Numerous non-longitudinal linguistic studies have also 
been conducted to discover the effects of dementia and also 
healthy aging on morphology. [25] suggested that the 
ability to produce regular past-tense verbs was retained 
compared to irregular verb production in patients with AD 
and posterior aphasia, whereas grammatical rules were 
impaired in Parkinson’s Disease and anterior aphasia 
patients. [4] examined past-tense verb productions in AD 
and semantic dementia patients, as well as in healthy older 
adults, finding that consistency and regularity of the past-
tense forms affected performance. [24] reported an 
impaired production of verbal inflection and argument 
structures in the agrammatic variants of dementia, but not 
in logopenic and semantic variants. However, [8] did not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use of inflected verbs 
between subject groups with progressive nonfluent aphasia, 
groups with semantic dementia and the control group. 
Although there is no systematic agreement on the effect of 
dementia (and their subtypes) on morphology, the results 
from these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consistently 
predictable, generalizable morphological paradigms may be 
retained in certain types of dementia, such as AD.  

Moreover,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impoverished 
lexical diversity in dementia patients [10, 13]. We 
hypothesize that a decrease in lexical innovation could be 
partially contributive to this phenomenon, alongside with 
the deficit in lexical access, which is generally agreed to be 
a cognitive effect of dementia.  

Hypothesis 
We present two novel measures to account for two 
linguistic properties in this study: the usage of complex   
morphology and lexical innovation. Drawing from the 
currently available experimental works on the effects of 
dementia on morphology, we predict that complex 
morphology –  mostly regular and concatenative in English 
–  would remain intact in Murdoch’s data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ubject had dementia of the AD type), 
whereas lexical innovation would show a declining trend. 
As it is possible that healthy aging might also be a factor in 
linguistic decline, we will additionally examine the 
diachronic patterns observed in Doyle's data and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Y 
We processed and analyzed novels written by British 
authors Iris Murdoch and Arthur Conan Doyle spanning 
their literary career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erms 
of two measures: complex morphology and lexical 
innovation. 

Data 
12 novels by Murdoch and 13 novels by Doyle were chosen as 
experiment data, with regards to their genre and the author's 
age when the novels were published. Murdoch's novel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published between ages 35 and 76 
(died 80), and Doyle's between 27 and 66 (died 70). As 
Doyle's novels consist of two distinct genres, historical and 
detective/adventure fictions, we focused on the 8 novels from 
the latter genre only in the lexical innovation measure to 
reduce potential lexical biases [14]. Doyle's novels that are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rather than a full-novel narrative 
were also excluded. The full list of novels used in this 
experiment, with the respective titles and the authors' age, is 
given in the appendix.  

Linguistic Measures 
In order to observe the possible effect of dementia on the 
patients' command of morphology and lexical productivity, 
we devised two linguistic measures that have not been 
applied to similar longitudinal studies to the extent of our 
knowledge.  

The first measure quantifies the usage of complex 
morphology. Any token that consists of more than a single 
morpheme is considered complex. Thus, this measure 
captures both inflectional and derivational morphology –  
phenomena most frequently represented by regular 
concatenative paradigms. The proposed measure is to 
calculate the number of complex word tokens over the total 
number of word tokens. We also designed a 
multimorpheme-sensitive version of this measure in order 
to observe the effects of word tokens that contain more than 
two morphemes. In this version, we assign weights to each 
complex token count instead of treating every token count 
equally. The weight is proportional to the total length of the 
concatenated morphemes. For non-concatenative 
morphology such as common irregular past tense verbs 
(e.g., 'meet'-'met', 'sit'-'sat'), absolute values of length 
differences are used as weights for complex words shorter 
than their simple forms, and a default weight of 2 is used 
for complex words of unchanged length. To improve the 
accuracy of morphological analysis, we first tagged the 
data with a part-of-speech tagger based on a maximum 
entropy model [21], and used this information to retrieve 
the simple lemmatized form of a given word token using 
the Morphy module of WordNet [3] with Porter Stemmer 
[19] as backoff.  

We predict that the subject datasets would not exhibit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complex 
morphology and the authors' ages, based on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that support regular inflectional 
morphology retention in dementia patients [4, 8, 11, 25].  
The measure's ability to capture applications of regular 
derivational morphological rules such as adjectival and 
adverbial suffixes (e.g., '-ly', '-ic') might affect the results in 
an unexpected manner,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se 
are also regular rules, it is most likely that no particular 
pattern would be observed over time or betwee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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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measure quantifies lexical innovation, which is 
a factor reflective of morphological productivity. This 
loosely follows the views presented in [2]2, in which some 
complex words are considered to be products of 
morphological processes rather than retrieved from the 
lexicon. There is no clear-cut boundary that distinguishes 
complex words that are produced by rules from ones that 
are stored, or lexicaliz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define exact word token forms that are unobserved in a 
reference corpus as lexically innovative. The Brown 
Corpus [7], a large collection of linguistic data published in 
1961, was used as the reference in the experiments 
described here. Further comments will be made with regard 
to corpus choice in the discussion section. This primary 
filtering was reinforced with an online dictionary search, in 
order to correctly remove existing words that were 
unobserved in the reference corpus due to their inherently 
low frequency. British spelling variants of existing words 
were also removed at this stage (e.g., colour, leveller, 
patronise). The results after this stage were examined to 
determine categories of word tokens that may be irrelevant 
in measuring morphological productivity. The seemingly 
irrelevant categories were as follows: 

• Proper names: Names of existing locations (e.g., 
Bayswater, Kempsford), famous people or fictional 
characters (e.g., Dmowski, Pushkin, Prospero), common 
names of people (e.g., Ned, Angela), names of species 
(e.g., Atypus, atrica), etc. 

• Foreign language: When the author uses a foreign 
language in full rather than borrowing a single word or 
a phrase (e.g., Penché sur elle l’ardent impérator; each 
word token primarily detected as innovative).  

• Errors and typos: Errors from the original text data or 
errors from preprocessing (e.g., somewhow, obsesssion, 
think-you). 

• Non-morphological creativity: Word tokens that might 
be considered lexically innovative but are evidently not 
created by morphological processes: onomatopoeia (e.g., 
sssh, aaah), borrowings from foreign languages (e.g., 
soto-gari, maussade), etc. 

• Dialectic variances: Deliberate changes in spelling in 
order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certain dialects (e.g., 
doin', hain't). 

The remaining unique word tokens discarding the tokens 
from these categories are considered lexically innovative 
and also morphologically productive. The lexically 

2  The term lexical “innovation” was chosen as the name of 
the new measure as it was proposed as a hypernym that 
includes both productivity (rule-governed process) and 
creativity (not rule-governed) in [2]. Although our 
experiments only included seemingly rule-governed 
processes, a measure that incorporates creativity can easily 
be obtained by not discarding certain categories described 
in the methodology section. 

innovative tokens involve various types of morphological 
processes including inflection, derivation, compounding 
and blending. The actual measur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unique, lexically innovative word tokens by 
the number of all word tokens. The number of tokens 
belonging to the “Errors and typos” category and  
the “Dialectic variances” category is deducted from the 
denominator. 

The lexical innovation measure was designed presuming a 
possible correlation with the progression of dementia, but 
we cannot commit to a particular prediction based on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before conducting an actual 
test, due to the novelty of the proposed method in dementia 
research.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the results from the two 
presented morphological measures is tested by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 method, following the 
study in [15]. Line of best fit given by running a simple 
linear regression is also shown in each figure. 

 

Author Type ρ p-value 

Murdoch Sensitive 0.3479 0.266 

Murdoch Insensitive 0.2867 0.3664 

Doyle Sensitive -0.3356 0.2622 

Doyle Insensitive -0.1816 0.5527 
Table 1. Correlation between age and complex morphology 

 

For the complex morphology measure, we found a 
negligibl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both the multi-
morpheme sensitive and insensitive measures in each 
author's writings. Diachronic change in Iris Murdoch's 
complex morphology was insignifica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her age and the sensitive/insensitive measures was 
negligible (MM-Sensitive: ρ = 0.3479, p-value = 0.266 /  

Figure 1. Lexical innovation measure 

MM-Insensitive: ρ = 0.2867, p-value = 0.3664). Complex 
morphology measures in Doyle's novels also showed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10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weak/negligible correlation (MM-Sensitive: ρ = -0.3356, p-
value = 0.2622 / MM-Insensitive: ρ = -0.1816, p-value = 
0.5527).  

The lexical innovation measure yielded different results for 
the two authors. In Murdoch's writings, we observed a clear 
revers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xical innovation (ρ = 
-0.7203, p-value = 0.011). Additionally, a stronger 
declining trend could be observed from age 54, when her 
lexical innovation peaks and then drops continuously to 
reach an all-time low at age 76. The reverse correlation 
from age 54 and onwards was particularly strong (ρ =  
-0.9762, p-value = 0.0004). In Doyle's case, there was a 
reverse correlation of a more moderate kind (ρ = -0.5952, 
p-value = 0.1323), but no clear beginning point of a 
declining trend as in Murdoch's data could be identified.  

 

Author Age range ρ p-value 

Murdoch 35-76 -0.7203* 0.011 

Murdoch 54-76 -0.9762* 0.0004 

Doyle 27-66 -0.5952 0.1323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xical innovation  
(*p < 0.05) 

 
We also calculated cumulative lexical innovation figures 
for each approximately 10 to 15-year interval. The results 
showed a much steeper decline in Murdoch's writings over 
time compared to Doyle's. 

DISCUSSION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applying the two 
measures seem to bear out our original presumptions. The 
complex morphology measure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either of the authors’ dataset, implying that 
complex morphology is retained over time and also over 
the progression of dementia. On the other hand, the lexical 
innovation measure showed a strong reverse correlation 
with age in Murdoch’s works but not in Doyle’s, 

suggesting that dementia progression could be associated 
with a sharp decline in lexical innovation. Moreover, the 

declining trend was clearly observable beginning from her 
mid-fifties. It is possible that this starting point of the 
decline is related to the preclinical stage of the disease, and 
this is more than 15 years before the signs of her linguistic 
decline were thought to be evident in her last novel 
Jackson’s Dilemma, published in 1995. Of course, we 
cannot state for sure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declining trend in lexical innovation and the 
progression of preclinical dementia; we can only suggest a 
possible association. Further claims must be supported by 
more experimental evidence. If it is indeed the case, we 
could develop an automated language analysis system that 
detects the decline, or integrate this factor into an existing 
system for better reliability. The following section proposes 
a brief proposal for such an automation.  

Automation 
Although the complex morphology measure was calculated 
in a fully automatic manner, the lexical innovation measure 
involved a manual filtering effort. We now suggest an 
automated process that preserves the statistical tendencies 
manifested in the hand-filtered output.  

The irrelevant tokens that were manually removed can be 
classified into the five categories as presented in the 
methodology section. We could employ an automation 
method that identifies the given word categories by 
utilizing a Named Entity Recognizer for proper names, a 
language detector for foreign language tokens, an edit-
distance based algorithm for errors/typos and so on. This 
multi-module approach would yield results closer to the 
hand-filtered gold standard. However, we can devise a 
method that is even simpler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kens that are not filtered out. The 
relevant tokens are products of morphological rules, and 
would be composed of two or more valid morphemes or 
words. Thus, we test an automation method that considers 
lemmatizable word tokens as valid. Of course, this is 
oversimplification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external world knowledge. For example, because the 
lemmatizer used in the experiments does not know that 
'Bayswater' is an existing location, it returns 'Bayswat' as its 
stem, erroneously judging this word token as lemmatizable. 
This system cannot account for errors and typos either. 
Neverthel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tistical tendencies 
shown in the gold standard are preserved in the automated 
results, though slightly weakened. Table 3 shows the results 
for the same dataset used in Table 2, calculated from word 
tokens obtained using automated filtering. We additionally 
tested the correlation including both genres of Doyle's 
novels. The correlation tendencies are preserved in all 
datasets, though the distinction has become less projecting. 
This implies that our simple lemmatizability-based 
automation method is a viable baseline, and the results 
would be more refined as we add more world knowledge to 
the system. 

 Figure 2. Cumulative lex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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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ge range ρ p-value 

Murdoch 35-76 -0.7343* 0.0091 

Murdoch 54-76 -0.8571* 0.0107 

Doyle 27-66 -0.6905 0.0694 

Doyle 27-66 (all) -0.5790 0.052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xical innovation 
calculated from automated filtering (* p < 0.05) 

Limitations and future work 
In this section we discuss some limitations of the presented 
study and suggest reinforcements and expansions for future 
studies. 

First, we need more subjects, larger-scale test results and 
controlled experiments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association between dementia progression and our new 
morphological measures. Examining the works by more 
dementia-diagnosed authors, such as Terry Pratchett, would 
be appropriate. Non-author subjects and non-literary 
writings could be studied as well. More supportive 
evidence from task-based experiments or biological studies 
would reinforce our proposal. Moreover, although we have 
shown the correlation between age (representative of 
dementia progression, following prior research) and our 
measures in the demented subject, other factors such as 
early education may have also influenced the results. Such 
possibilities must be investigated in future controlled 
studies. Considering Doyle’s results, healthy aging also 
seems to be mildly responsible for the declining trends. 
Whether different variants of dementia affect lexical 
innovation in a distinct manner would also require further 
discussion.  

Second, as the test data are published writings that 
underwent editing processes, the first measure for complex 
morphology may not accurately reflect the authors' true 
morphological capaciti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obvious mistakes in morphology would have been 
corrected. However, it is still meaningful to observe that 
the rate of complex morphology is diachronically regular 
assuming a low rate of morphological errors in the input, as 
this implies that neither of the subjects avoided using 
constructions requiring complex morphological forms. 
Moreover, the measure for complex morphology might be 
more useful when applied to non-edited inputs such as 
transcriptions of spontaneous speech or casual writing, 
where mistakes in morphology would actually surface. 

Furthermore, there were some potentially erroneous 
assumptions we have made in the experimental process. 
For example, we do not know the exact ages of the authors 
at the point of composition for each literary work, so we 
used the ages from the year before the publication date, 
following [15]. The choice of the reference corpus was 
another issue; the assumption was that all the words that 
were present in the corpus were lexicalized and therefore 
not innovative. This also is oversimplification (and unlikely 

to be true), and we wish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ying 
the reference corpus and varying the definition of 
lexicalization.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year that 
the literary data used in our experiments and the reference 
corpus were published may also affect performance. 
Potential solutions may be to use a corpus built from 
sources from a longer timespan, or to use different criteria 
for judging productive tokens such as token frequency in 
the given data. 

Finally, if we are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is detection 
process to actual patients, we must consider how to account 
for non-standard styles of writing, spoken language, or 
spoken-language style writing. In this study we discarded 
dialectal variations assuming that they do not reflect 
morphological productivity, but is this a valid assumption? 
How should we model other types of potential innovations 
such as zero derivations, spelling alternations, acronyms 
and more? We hope to explore such issues in future studies, 
as well as searching for more undiscovered syntactic and 
semantic factors that are indicative of preclinical stages of 
dementia. 

CONCLUSION 
We have designed two novel measures that account for two 
types of morphological competence, the use of complex 
morphology and lexical innovation, and tested their 
associations with dementia progression, using writings by 
two British authors Iris Murdoch and Arthur Conan Doyle 
as experiment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continuous decline in lexical innovation in Murdoch’s 
works, especially noticeable from her mid-fifties. Only 
mild declining tendency was observed in Doyle’s data, 
without a clear starting point of the trend. This suggests a 
reverse correlation between lexical innovation and 
dementia progression, and possibly a weaker reverse 
correlation between lexical innovation and normal aging. 
No significant increasing or decreasing tendencies were 
found in the usage of complex morphology in either of the 
authors’ data; the figures were generally regular over time. 
Although this retention of complex morphology is in line 
with some experimental observations [4, 8, 11], we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a different result when applied to 
non-edited data such as transcriptions of spontaneous 
speech or casual writing, or when applied to data produced 
by patients with different variants of dementia. Furthermore, 
we have presented a baseline for the automation of the 
lexical innovation measure (complex morphology measure 
was already automatic), based on the polymorphemic 
property of tokens coined by productive morphology. This 
baseline method, although simple, preserves all tendencies 
expressed in the manually filtered, gold-standard results. 
Our findings will potentially contribute to the early 
diagnosis of preclinical stages of dementia by automatic 
text processing. As obtaining longitudinal data of 
individual speakers’ linguistic records is becoming easier 
due to the popularity of social media and digital recording 
devices, we expect a diagnostic system for dementia based 
on diachronic linguistic analysis to be increasingly practical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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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itle Year Age 

Under the Net 1954 35 

The Bell 1958 39 

An Unofficial Rose 1962 43 

Bruno's Dream 1969 50 

The Black Prince 1973 54 

The Sea, the Sea 1978 59 

Nuns And Soldiers 1980 61 

The Good Apprentice 1985 66 

The Book and the Brotherhood 1987 68 

The Message to the Planet 1989 70 

The Green Knight 1993 74 

Jackson's Dilemma 1995 76 

Table 4. Novels by Iris Murdoch 
 

Title Year Age Genre 

A Study in Scarlet 1887 27 D/A 

Micah Clarke 1889 29 H 

The Sign of the Four 1890a 30 D/A 

The Firm of Girdlestone 1890b 30 H 

The Doings of Raffles Haw 1891 31 D/A 

Rodney Stone 1896 36 H 

The Tragedy of the Korosko 1898 38 H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1902 42 D/A 

Sir Nigel 1906 46 H 

The Lost World 1912 52 D/A 

The Poison Belt 1913 53 D/A 

The Valley of Fear 1915 55 D/A 

The Land of Mist 1926 66 D/A 

Table 5. Novels by Arthur Conan Doyle 
(D/A = Detective/Adventure, H = Historical Fiction) 

REFERENCES 
1. Auclair-Ouellet, N. "Inflectional morphology in primary 

progressive aphasia and Alzheimer'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Neurolinguistics 34 
(2015): 41-64. 

2. Bauer, L. Morphological productivity. Vol. 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3. Bird, S., Loper, E., and Klein, 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Python. O’Reilly Media Inc (2009). 

4. Cortese, M. J., Balota, D. A., Sergent-Marshall, S. D., 
Buckner, R. L., and Gold, B. T. "Consistency and 
regularity in past-tense verb generation in healthy 
ageing, Alzheimer's disease, and semantic dementia." 
Cognitive Neuropsychology 23.6 (2006): 856-876. 

5. Ferguson, A., Spencer, E., Craig, H., and Colyvas, K. 
"Propositional Idea Density in women's written 
language over the lifespan: Computerized analysis." 
Cortex 55 (2014): 107-121. 

6. Forbes-McKay, K., Shanks, M., and Venneri, A. 
"Charting the decline in spontaneous writing in 
Alzheimer's disease: a longitudinal study." Acta 
neuropsychiatrica 26.04 (2014): 246-252.  

7. Francis, W. N., and Kucera H. Computational Analysis 
of Present Day American English. Providence: Brown 
University Press. (1967). 

8. Fraser, K. C., Meltzer, J. A., Graham, N. L., Leonard, 
C., Hirst, G., Black, S. E., and Rochon, E. "Automated 
classification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subtypes 
from narrative speech transcripts." Cortex 55 (2014): 
43-60. 

9. Garrard, P., Maloney, L. M., Hodges, J. R., and 
Patterson, K. "The effects of very early Alzheimer's 
disease on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by a renowned 
author." Brain 128.2 (2005): 250-260. 

10. Hier, D. B., Hagenlocker, K., and Shindler, A. G. 
"Language disintegration in dementia: Effects of 
etiology and severity." Brain and language 25.1 (1985): 
117-133. 

11. Kavé, G, and Levy, Y. "Morphology in picture 
descriptions provided by persons with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2 (2003): 341-352. 

12. Kemper, S., Greiner, L. H., Marquis, J. G., Prenovost, 
K., and Mitzner, T. L. "Language decline across the life 
span: findings from the Nun Study." Psychology and 
aging 16.2 (2001): 227. 

13. Kempler, D. "Language changes in dementia of the 
Alzheimer type." Dement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1995): 98-114. 

14. Lancashire, I., and Hirst, G. "Vocabulary changes in 
Agatha Christie’s mysteries as an indication of 
dementia: a case study." 19th Annual Rotman Research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1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Institute Conference, Cognitive Aging: Research and 
Practice. 2009. 

15. Le, X., Lancashire, I., Hirst, G., & Jokel, R. 
"Longitudinal detection of dementia through lexical and 
syntactic changes in writing: a case study of three 
British novelists."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2011): fqr013.  

16. Morris, J. C., and Price, J. L. "Pathologic correlates of 
nondemented aging,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early-stage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Molecular 
Neuroscience 17.2 (2001): 101-118. 

17. Morris, J. C., Storandt, M., Miller, J. P., McKeel, D. 
W., Price, J. L., Rubin, E. H., and Berg, L. "Mild 
cognitive impairment represents early-stage Alzheimer 
disease." Archives of neurology 58.3 (2001): 397-405.  

18. Pakhomov, S., Chacon, D., Wicklund, M., and Gundel, 
J. "Computerized assessment of syntactic complexity in 
Alzheimer’s disease: a case study of Iris Murdoch’s 
writing." Behavior research methods 43.1 (2011): 136-
144. 

19. Porter, M. F. "An algorithm for suffix stripping." 
Program 14.3 (1980): 130-137. 

20. Price, J. L., and Morris, J. C. "Tangles and plaques in 
nondemented aging and “preclinical” Alzheimer's 
disease." Annals of neurology 45.3 (1999): 358-368. 

21. Ratnaparkhi, A. "A maximum entropy model for part-
of-speech tagging." Proc.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 1. 1996. 

22. Sperling, R. A., Aisen, P. S., Beckett, L. A., Bennett, 
D. A., Craft, S., Fagan, A. M., ... and Phelps, C. H. 
"Toward defining the preclinical stages of Alzheimer’s 
disease: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Alzheimer's Association workgroups on 
diagnostic guidelines for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 dementia 7.3 (2011): 280-292. 

23. Tarawneh, R., and Holtzman, D. M. "The clinical 
problem of symptomatic Alzheimer disease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Cold Spring Harbor 
perspectives in medicine 2.5 (2012): a006148. 

24. Thompson, C. K., Cho, S., Hsu, C. J., Wieneke, C., 
Rademaker, A., Weitner, B. B., ... and Weintraub, S. 
"Dissociations between fluency and agrammatism in 
primary progressive aphasia." Aphasiology 26.1 (2012): 
20-43. 

25. Ullman, M. T., Corkin, S., Coppola, M., Hickok, G., 
Growdon, J. H., Koroshetz, W. J., and Pinker, S. "A 
neural dissociation within language: Evidence that the 
mental dictionary is part of declarative memory, and 
that grammatical rules are processed by the procedural 
system."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9.2 (1997): 
266-276.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14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A Tattooing for the Child Health Records Design  
that can Save Lives 

 
Bong-Keum Jeong1 

Bongkeum.jeong@m-iti.org 
+351 960 357 584  

Mon-Chu Chen1, 2 
monchu.chen@hpe.com 

+1 650 236 7043 

Jesus Ibanez Martinez1 
Jesus.ibanez@m-iti.org 

+351 291 721 006 

1 Madeira-ITI, University of Madeira, Caminho da Penteada, Madeira, Portugal 
2 Hewlett Packard Labs, Hewlett Packard Enterprise, Palo Alto, US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communication design 
recommendations that can help solve problems regarding 
children’s health record systems in Africa. Additionally, this 
research aims to test an ethnography method in a broad way in 
order to find a design solution within African culture. The broad 
concept of ethnography accepts situations where a researcher is 
not assimilated to African culture or an African social group to be 
also ethnographic research as long as culture elements are 
included.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stakeholder 
interviews on the topics of children’s health and vaccination 
status, as well as African tattoos. 

The research subjects were children, parents, health workers, and 
surveyors, and this research tried to develop a design that satisfies 
all of these subjects’ needs. We also intend to include 
characteristics of African culture in a health service design 
process where tattoos as a design element are reborn as a symbol 
of children’s lives being saved.  

Categories and Subject Descriptors 
H.5.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H.5.2 
[User Interfaces]: Theory and methods, User-centered design, 
Graphical user interfaces 

General Terms 
Design, Human Factors, Theory 

Keywords 
Ethnography Design Methods, Cultural Implications, Tattooing as 
a New Ritual, Multifaceted-multilayered structure, Child Health 
Record 

1. INTRODUCTION 
Ethnography study has been frequently utilized as a research 
process for deriving design strategies in interaction design and 
industrial design. However, its application has rarely been 
performed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is research tests the 
ethnography method in a broad way in order to derive a design 
strategy for visual communication. Within the broad concept of 
ethnography, any research that includes cultural elements is 
regarded as ethnographic research, extending beyond the 

conventional sense in which ethnographic research is complete 
only when the researcher is assimilated to the target culture or 
social community. This research applied ethnography design to 
solving the issues of the children’s health and vaccination system 
in Africa. We derived the “tattoo of Africa” concept as a design 
that reflects African cultural backgrounds in the health service 
design process. Through this research, tattoos, which have been 
common in Africa for thousands of years, are redefined as a new 
ritual for child health records. Our research findings verify that 
ethnographic design functions effectively in deriving a visual 
communication strategy. When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s 
function well, health workers and families have the knowledge 
that they need to ensure that every child is vaccinated. One critical 
component of current health information systems is the child 
health record [16]. 

2. Understanding Ethnography Design 
Ethnographers and anthropologists have been involved in design,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for more than 30 years, 
adopting and developing various roles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10]. Some have worked from more traditional 
ethnographic positions, using fieldwork and ethnographic 
descriptions to render real-life settings and practices for design [1, 
3]. The concept of ethnography and ethnographers has been 
widely applied in all areas from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to branding, computer-user collaboration, product 
development, tangible computing, and advertising [4, 5, 7]. In the 
1950s, Dreyfuss mentioned a research method [2] that could seek 
a consensus among users in “Designing for People”; this 
observation [2]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case of combining 
ethnography with the design process. Lucy Suchman’s research at 
the Xerox Palo Alto Research Center (PARC) in the 1980s was 
the first known case of using ethnography for industrial design. In 
addition, in the mid-1990s, the “Dublin group” applied “video 
ethnography” by using videos for user observation. 

2.1 Ethnography for Cultural Implications 
Ethnography is now being presented as a method of cultural 
anthropology. Global companies and mid-sized firms, which seek 
to create consumer values, are hiring ethnographers for consumer 
research. Recently, as the scope and domain of design has 
expanded beyond previous boundaries, the definition of 
ethnography has also seen an expansion into a concep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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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asses its traditional academic sense. In the traditional sense, 
ethnography is complete only when the researcher is assimilated 
into the target culture or soci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from the modern perspective, any type of research that includes 
cultural factors is recognized as ethnographic research [8]. 

Ethnography strengthens design by exposing the user’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drawing out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implications and main users. It can be effectively used 
particularly when it is analyzed in a broad sense related to overall 
strategy rather than direct feedback [2]. Ethnography is useful to 
designers because it provides a perspective [4, 5] on how users 
interact with products in their daily lives. During to move in a 
distant place, the health record is lost or left behind. When the 
child reaches 5 years of age, the mother believes vaccinations are 
finished and it’s not available for surveys and for giving boosters. 

2.2 Ethnography for Communication 
Ethnography has been known to demonstrate its value when a 
specific ethnic, political, or social group is targeted. In addition, 
whereas ethnography has been highly utilized in interaction 
design and industrial design, its application has been less 
prevalent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wever, ethnography 
can be useful in helping designers find the communication 
strategy or insight required for a plan, method, or composition 
that allows for the most effective and natural communication 
under any given circumstances [4, 5, 6]. The text on the health 
record is incomprehensible to the illiterate mother. The record is 
kept in a cupboard or on a shelf. Something spills on the record, 
then it is no longer legible and the information on it is lost. 

3. Designing for the Child Health Record 
We applied a modern version of ethnography methods to 
children’s health record design in Africa. We identified African 
children’s health and vaccination status and relevant issues that 
have been considered social problems in media and literature, and 
defined the cultural meaning and target audience required to 
address these problems.  

3.1 Definition of Users on the multifaceted-
multilayered structure 
In general,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research begins 
with a clear user definition and scope for target users. Yet, 
previous research [4, 5, 6] assumed that when the core users are 
children who have unclear communicative expressions, each 
child’s environmental surroundings have a dominant influence. 
Therefore, this research also uses the triangle structure, and begins 
the multifaceted-multilayered analysis with the top of the user 
map. Tattooing in Africa dates back thousands of years, it holds a 
fixed place in African’s history. 

When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s function well, health 
workers and families have the knowledge that they need to ensure 
that child is vaccinated. Clarity of the record by tattoo is easy to 
read, interpret, and use. 

Accurate and accessible records are needed to maintain accurate 
health histories for children, identify those who need to be 
immunized, and those who have missed immunizations or are off 
schedule. Value to caregivers makes them use and read easier. 
Durability of the tattoo record can withstand sand, liquids, and 
other destructive forces (Figure 1).  

 
Figure 1. A diagram of the multifaceted-multilayered structure 

3.2 Discover: the Loss and Not accuracy 
The user definition of the triangle structure reveals that children 
who receive vaccinations and the parents, health workers, and 
surveyo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ate and frequency of those 
vaccinat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children’s surrounding 
environment. Among the points at issue that have been exposed in 
the mass media, we defined “loss” and “inaccuracy” as keywords. 

Unfortunately, many families never receive health records for 
their children, or if they do receive them, they can be easily lost. 
Also, they are not accurately filled out. Even when families have 
their child health records, they are not always accurately filled out 
because they may be designed in a confusing way [15]. When the 
health record is unclear, inaccessible or unused, it’s harder to 
reach child with life-saving vaccines (Figure 2). 

- During to move in a distant place, the health record is lost or 
left behind.  
- When the child reaches 5 years of age, the mother believes 
vaccinations are finished and it’s not available for surveyors and 
for giving boosters.  
- The text on the health record is incomprehensible to the 
illiterate mother in Africa. 
- The record is kept in a cupboard or on a shelf and something 
spills on the health record, then, it is no longer legible and the 
information on it is lost [15]. (Gates foundation 2013) 

 
Figure 2. Families never receive child health record, or lose it. 

Also they are not accurately filled out. 
Health worker grabs a new child record to fill in BCG, HBV, 
Polio vaccinations of a newborn. And they confirms with mother 
the next date of vaccination for child (Figure 3). 
- There is no place on the record to indicate date of next 
vaccination, health worker may write it in the ‘d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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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ation’ column, so that health worker thinks the child 
actually had the vaccine. 
- If the mother forgets to bring the card, the health worker must 
spend extra time looking for a record [15]. (Gates foundation 
2013) 

 
Figure 3. The health worker thinks the child had the vaccine. 

The national government prints child health records. The record 
arrives at a facility and is stored indoors on shelves. The health 
record is taken by national surveyor for review (Figure 4). 
- The surveyor cannot access the record, if it is kept under lock 
and key. The surveyor gets less correct information when the 
surveyor rely on mother’s answer and reading the record to 
understand the child’s vaccination status [15]. (Gates foundation 
2013) 

 
Figure 4. The surveyor gets less correct information 

3.3 Define: Improving and Empowering  
This research sought to find a design element that could empower 
African culture for the purposes of improving the use function of 
children’s health records and strengthening the overall health care 
system. Tattooing in Africa dates back thousands of years, it holds 
a fixed place in African’s history.  

When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s function well, health 
workers and families have the knowledge that they need to ensure 
that child is vaccinated. Clarity of the record by tattoo is easy to 
read, interpret, and use (Figure 5). 

 

Figure 5. Define: Improving and Empowering 

Accurate and accessible records are needed to maintain accurate 
health histories for children, identify those who need to be 
immunized, and those who have missed immunizations or are off 
schedule. Value to caregivers makes them use and read easier. 
Durability of the tattoo record can withstand sand, liquids, and 
other destructive forces (Figure 6). 

- A unique identifier that is intimately connected to the child. 
- A source for families, such as date of next visit for vaccination. 
- An educational tool for families learns more about health 
interventions [15]. (Gates foundation 2013) 
 

  
Figure 6. Define: Improving and Empowering 

 
The Empower health workers and families to protect child from 
the vaccine-preventable diseases (Figure 7) and Adaptability of 
wearable record can track information that may be locally relevant 
to a district (Figure 8). 
- A source of critical information for health workers about the 
child’s health and vaccination status, and what the child needs at 
each point of contact with the health system. 
- A source of critical information for household surveyor, which 
many countries and policymakers rely on to validate coverage 
levels obtained from administrative data systems [15]. (Gates 
found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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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hat the child needs at each point of contact with 
the health system 

 
Figure 8. Adaptability of wearable record can track 

information 

4. Design Concept into Africa 
4.1 Ethnography Design into African Tattoo 
We found that ethnography methods are useful for visual 
communication as an exploratory tool. Tattoos have had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in Africa; a tattoo discovered on a 
frozen hunter’s body in 1991 is estimated to be the oldest 
evidence of tattoos in the world. The frozen hunter, who was 
found carrying a palstave, had 58 tattoos on his body and was 
estimated to have died in 3300 B.C. Painful tattooing was also 
found on the bodies of pregnant women and little children (Figure 
9), which is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a strong belief that such 
tattoos will chase away evil spirits and provide protection. 

A West African symbol known as the Adinkra connotes various 
meanings. They represent concepts or aphorisms, and are 
extensively used in fabrics, pottery, logos and advertising. These 
symbols have a decorative function but also represent objects that 
encapsulate evocative messages that convey traditional wisdom 
and aspects of life or the environment (Figure 10). Therefore, 
within the context of African culture, we identified tattoos as a 
design element that is associated with improvement and 
empowerment. 

 

Figure 9. Cases of African tattoo-scarifications 
(http://kwekudee-tripdownmemorylane.blogspot.pt) 

 
Figure 10. The meaning of Tattoo in Africa 

(http://www.vanishingtattoo.com/tattoo_museum) 

4.2 Design for the Vaccine Schedule 
Parents of every child born are given a paper-based personal child 
health record. This health record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f a 
child’s health, growth and development (ereadbook, UK). We 
created a visualization design for vaccine information that details 
what a child should receive from birth, in the order of BCG, HepB, 
and OPV or OPV1. The basic vaccinations for children from birth 
to 18 months are as follows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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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esign for the Vaccine Schedule and Recommended 
Routine Immunizations for Children 

4.3 Design Application 
The design element derives its archetypes from African tattoos. 
The following figure combines a map of Africa with a symbol of 
energy (Figure 12). 

 

Figure 12. Design Strategy: Ethnography into New Ritual 
Tattoo Record for paper and digital 

In placental mammals, the umbilical cord (also called the navel 
string [21] birth cord or funiculus umbilicalis) is a conduit 
between the developing embryo or fetus and placenta. During 
prenatal development, the umbilical cord is physiologically and 
genetically part of the fetus and, (in humans), normally contains 
two arteries (the umbilical arteries) and one vein (the umbilical 
vein), buried within wharton’s jelly [20]. We have created a 
symbol of umbilical cord to represent for a child born (Figure 13). 
One of the primary benefits of the tattoo health record is that it 
can be read and understood without any supporti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t does not require a connection to a central 
database, fragile or expensive equipment, or even electricity. 

 

Figure 13. A symbol of umbilical cord and leaf 

Our sprout pattern that is linked with each additional vaccination 
also represents a tree of life that grows with the baby’s growth 
(Figure 14).  

 

Figure 14. Symbol design for Growing Life Tree with Child 

The Baby Guide Book takes the form of a bracelet and can have 
built-in health record information on it (Figure 15). Tattooing to 
improve the child health record, so that accuracy increases, 
records become easier to interpret and use, and health 
professionals value them. The child’s identity cords on the 
bracelet are examined by an electronic scanner. The health record 
by tattoo marking child to ward off evil spirits, as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Figure 15). 

 
 

 
Figure 15. A Child Health Record through Bracelet 

There is a case about the eRedbook in UK. The eRedbook is the 
UK’s first digital personal child health record, providing parents 
and clinicians with the tools they need to effectively manage a 
child’s healthcare from day one. The Redbook also has a number 
of resources to provide assistance and information to parents 
should they require help and support (www.eRedbook.org). 
Our Baby Guide Book Design contains a Typographic Design on 
the cover that allows for the immunization information to be 
displayed typographic design on the cover as primary 
communication (Figure 16). The Guide Book is designed such 
that the details can be recorded in the pages of the book (Figure 
17). That design can apply to a digital type of book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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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over of Baby Guide Book Design 

 
Figure 17. Inside of Baby Guide Book Design 

Tattoo as a New Ritual to protect children from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Tattooing to improve the child health record, 
thereby improving information systems and empowering families 
to protect their children from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ther has a tattoo with her baby to recognize the vaccine 
schedule (Figure 18). 
 

  
 

Figure 18. Baby Guide Book, a pendant, a bracelet, mobile 
device are related in tattoo on the body. 

5. Conclusion 
The ethnography method i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aims to find a design solution within regional culture in Africa. 
Tattoos, the design element—which have survived throughout 
Africa’s long cultural tradition—are reborn as a symbol of 
children’s lives being saved. Although there is less use of 
ethnography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an in industrial 
design or interaction design, our findings verify that ethnography 
design can be usefully applied in deriving visual communication 
strategy. Furthermore, an even more evolved user analysis method 
with a multifaceted-multilayered structure will be needed for the 
detailed reading of various user needs. With follow-up research, 
we plan to conduct scientific verification of ways to connect 
technology with traditional tattoos, which are considered Africa’s 
deep-rooted cultural symbol, as well as user research and 
experiments based on local children, parents, and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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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several types of modalities and featur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nput methods to control 
technological devices and software in various contexts for 
better interaction. Many studies were conducted in diverse 
aspects to find usable and useful features and functionalities. 
In this paper, we discuss how to design and structure a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 and wizard of Oz with users, 
especially in the situation of developing a new presentation 
tool. Our approach to structure participatory design is to 
embed three phases based on principles of human-centered 
design. We extend the design method to achieve more useful 
and usable concepts. In the first phase, end-users engaged in 
building initial concepts. In the second phase, the users 
evaluated their initial idea and refined the design concepts. 
In the last phase, extended user groups gave feedback about 
usability issues in the tested platform. In the lessons learned, 
we highlight two major issues observed in this our design 
method: (a) evolving design fidelity and (b) comprehension 
of own design. 
Author Keywords 
Input modality; Presentation tool; User-centered Design; 
Participatory Design; Wizard of Oz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m.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Miscellaneous.  

INTRODUCTION 
With the growth of technological devices and interface, 
diverse types and functionalities of input modality have been 
applied in a variety of devices from mobile devices in a palm 
to large display in a huge auditorium. The advanced 
modalities allow users to control the devices in varied 
contexts such as observation, activities and presentation [1-
4]. Besides, there are new types of natural interaction 
methods to use new modalities efficiently and designed 
useful features to support natural interaction. For example, 
Microsoft Kinect can control devices or applications by 
capturing user’s gestures and speech. Nintendo has 
developed specialized remote control and supporting devices 
for health care at home environments.  

Along with these studies, diverse modalities in presentation 
contexts also have been studied. Laser pointers and remote 
controllers have been adopted widely as a main modality to 
support presentations. Many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advance the existing modalities and features to improve the 
level of interactivity in specific contexts. Some researchers 
developed hand-held extra devices such as stylus pens [3]  
and mobile applications [5]. Other researchers developed 
supporting kits such as digitalized papers [6, 7] and 
interactive smartboard [8]. Furthermore, other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realize natural human-based behaviors like 
gestures for presentation modalities [9]. 

Despite the advances of presentation tools, the forms of 
presentation in forums and conferences have not changed 
much for a long time. Since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suggest new types of modalities and features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lab-based findings,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investigating the fundamental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users in situated contexts. Hence, designing a new type of 
presentation tool with usable and appropriate modalities and 
features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to design a 
presentation tool with high-end technological modalities. 

In this study, we adopted participatory design process 
involving end-users for probing usable and appropriate 
modality. We tried to unpack unmet needs and design 
principles with the methodology in the presentation context. 
However, it is difficult for participators to build well-
equipped and high fidelity design. Therefore, we adopted 
another technique; Wizard of OZ, where the participants can 
interact with a simulated system in a well-situated context. 
The participants can evaluate their ideas with a more realistic 
prototype. We combined the two technique and conducted 
usability test toward the goal of building a new type of 
presentation tool. 

Our approach to conduct user-centered design is to embed an 
iterative design process integrated with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 and Wizard of OZ. The whole process consisted 
of three phases. Firstly, we conducted a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 for understanding users’ needs and gathering 
initial design ideas about modality types and featur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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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users’ perspectives. Next, we performed Wizard of Oz 
and refined idea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system 
design. Lastly, we conducted a usability study via wizard of 
Oz with additional users. Ultimatel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posing the new type of human-centered 
design process integrating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s 
and Wizard of Oz to identify usable input modality in a 
specific context. 

 

 

 

THEORTICAL BACKGROUND 

User-centered Design (UCD) 

Basic concept of UCD 
UCD broadly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users influence 
design ideas. UCD, as a design methodology,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highlights the criticality of end-users’ 
involvement in design process [10]. The UCD methodology 
focuses more on ‘human’ as users rather than ‘outcomes’ 
during design processes. 

As high-end technologies have emerged, new types of 
products with advanced functionalities have been developed 
and their design has become more complex for users. In this 
situation, users consider ‘usable’ devices and functionalities 
based on how they reflect their needs as well as ‘useful’ 
devices and functionalities in the newest technology [11]. 
HCD is a meaningful solution to design both ‘useful’ and 
‘usable’ devices and functionalities. While some philological 
differences may exist, user-centered design and human-
centered design are interchangeable terms [12]. Thus, we 
will use the two terms with the same meaning. 

Process of HCD 
IDEO, an award-winning global design firm, developed the 
HCD (Human-Centered Design) toolkit for the HCD design 
methodology [13]. The toolkit supports design process from 
unpacking users’ needs to finding user-centered design 
solutions.  

The HCD process involves three steps [13] . 

1. Hear: Determine whom to talk to, how to gather 
stories, and how to document observations. 

2. Create: Generate opportunities and solutions that are 
applicable to the whole community. 

3. Deliver: Take top solutions, make them better, and 
move them toward implementation 

In step 1 “Hear”, researchers gather user information that 
serves inspiration and insight of a given design problem. In 
step 2 “Create”, researchers generate concrete 
understandable solutions based on the ideas drawn from Hear. 
In step 3 “Deliver”, the main goal is to evaluate usability of 
outcomes, and finalize sustainable ideas. (Figure 1) 

Participatory design (PD) 

Basic concept of PD 
PD is a methodology that all stakeholders such as developers, 
researchers, designers and end-users are involved in design 
process for assuring the equality of participation from an 
initial stage of design ideation. In PD, participants are 
regarded as co-designers and co-researchers throughout 
design processes. By involving end-users in the workshop, 
PD aims (a) to engage participants into creative design 
processes, and (b) to apply user experiences in idea solutions 
[14]. One of the essential reasons for having PD workshops 
is that researchers can unpack users’ tacit knowledge through 
various design activities. Polanyi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tacit knowledge that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15]. This means that users’ knowledge cannot be completely 
transferred through meaning-making processes via verbal 
communication in a particular context. PD usually involves 
process for visualizing participants’ ideas into concreted 
forms. In such meaning-making processes, users can 
visualize and concretize their tacit knowledge through 
participatory activities. 

Layered elaboration 
Since the late 1990s, some technical methods of PD 
processes have been proposed to facilitate user participation 
in the design workshop [16]. These techniques as a 
communication tool help participants better performing for 
design ideas, processes and feedback loops. Layered 
elaboration, one of the PD techniques, has been proposed as 
a useful method for involving users as co-designers [17]. 
Layered elaboration allows users to improve their ideas 
through inter-group and iterative process of generating, 
exchanging, and improving ideas. In layered elaboration,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small groups, and then build up 
design creations, which are elaborated through passing their 
design ideas to other groups for improvement. The layered 
elaboration technique has the key principle that original ideas 
keep intact while additional ideas are accumulated and 
enhanced. This pattern of exchange and add-on ideas is 
iterated in process where each group can contribute their 
design ideas with unique color-coded markers. In this 
iterative process, users as co-designers can generate a 
number of ideas in a rapid manner, and the ideas are 

Figure 1. HCD Toolkit by IDE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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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actively during the iteration process of within-
group and inter-group discussion.   

Wizard of Oz (WoZ) 
WoZ is an experimental method where subjects believe that 
they interact with an actual system while the system is 
operated by a hidden human [18]. The method can make 
subjects feel like that they interact with a better-equipped 
system, and then they assess the system more accurately.  
One of the key benefits of WoZ is to gather precise insights 
to improve deficiencies by offering more realistic situations 
for users. Another benefit is to reduce the cost of 
implementation by using a simulated program imitating 
design features. Several previous studies used WoZ to 
prototype target applications with technically challenging 
features [19, 20]. They utilized the WoZ technique for 
realizing the simulation and low-cost usability testing of their 
system.  

METHODOLOGY 

Overview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useful and usable 
input modalities and features in a new type of presentation 
tools from end-users’ perspective. To deviate from other 
methodologies mainly depending on researchers’ ideas in 
experiential aspects, we attempt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end-users and to empower them to ideate creatively 
throughout the whole design progress. Figure 2 shows the 
three phases in our human-centered design approach that 
integrates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s and wizard of OZ. 

Firstly, we heard users’ needs of appropriate modalities and 
features when they gave a presentation, and gathered design 
concepts based on their needs. The participants were firstly 

asked to make a presentation about a specific topic that they 
have expertise in. Their presentation experiences then 
functioned as scaffolding for generation initial ideation 
through the PD workshop where we adopted layered 
elaboration to unpack users’ tacit knowledge. We 
subsequently held focus group interviews for discussing 
ideas and experiences among users.  

In the second phase, we delivered the realized ideas in the 
form of the WoZ system and refined them from users’ 
perspectives. The users gave a presentation once more using 
modalities and features available in the WoZ system. We 
held focus group interviews to evaluate and refine design 
ideas. 

In the third phase, we re-delivered and evaluated the refined 
design ideas to end-users. This time, we recruited more users 
to test the modalities and features in the newly designed WoZ 
system.  We gathered user feedback through a survey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selected participants. 

Phase 1: Hear and Create 
We had two purposes to design presentation control 
modalities and features for building an initial design 
prototype. The first purpose was to unpack users’ needs and 
knowledge about what modalities are the most usable in 
presentation contexts. The other purpose was to allow the 
users engaged in the initial process of prototype building. 
Since we tried not to impose any prior biases to the 
participants, the initial prototype covered a wide range of 
presentation contexts. 

Participants 
We recruited six potential users as participants in the design 
workshop. They are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three 
males and three females) in a research university, studying 
majors in mostly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They 
prepared presentation materials related to their academic 
majors. These participants acted as both the presenters and 
the audience. 

Method 
Three sessions were proceeded in this phase: Presentation 
session, Design session and Interview session. 

In the presentation session (Figure 3a), we aimed to help the 
participants experience as both the presenters and the 
audience. Each participant prepared a presentation for five 
minutes with additional time for questions and answers while 
the other participants were the audiences. One researcher 
facilitated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In the design session (Figure 3b), we expected to hear users’ 
needs and to achieve design concepts into initial prototypes. 
The participants were engaged in layered elaboration to 
propose ideas. We randomly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with three members. The groups built their original ideas for 
40 minutes, explained their own design each other, and 
exchanged the ideas for elaboration. 

Figure 2. Overall process of th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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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terview sessions, we intended to understand design 
concepts deeply and to unpack their knowledge. We 
conducted a focus-group interview (FGI) in a semi-
structured format. The interview mainly discussed two topics: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esentation tools and suggestions 
for better tools. The participants firstly recalled and shared 
the difficulties that they encountered in the previous 
experiences and suggested ideas for new presentation tools 
to support better interactions.  

Phase 2: Deliver (Re-hear) and Recreate 
We aimed to achieve two goals to conduct usability test of 
the initial design features from Phase 1. In the previous phase, 
we gathered broad and general design ideas covering a wide 
spectrum of contexts. The participants were not asked to 
design specific functionalities to avoid any bias. Therefore, 
the user needs were extracted from the PD workshop are 
following several features. We found five meaningful needs 
related to modalities. 

1. Moving pages using speech and gesture 
2. Controlling videos in the slide using speech and gesture 
3. Showing a point when directed by an arm 
4. Zoom in/out presenter’s speech and gesture 

5. Offer a reference of content information indicated by 
presenter’s utterance 

We narrowed down our scope of modalities into gesture and 
speech, because all of the abovementioned needs are related 
to gesture and speech. The first goal was to allow participants 
to give feedback about suggested features in the situated 
context with gesture and speech. The other was to re-design 
feature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presentation tool 
design. In order to gather more precise feedback, we 
prepared the simulated system with the features extracted by 
the first phase. 

Participants 
Same five users from Phase I participated in this phase (three 
males and two females). One participant was dropped from 
the study for a personal reason. The presentation session was 
structured as the format in Phase I where the participants 
prepared and made a presentation about a certain topic that 
they have expertise in. 

Methods 
The key of this refinement process was the realization of the 
initial design ideas allowing the participants to experience 
their design features through individual presentations same 
as Phase 1. However, it is not an easy task to realize all the 
features that the participants suggested because the 
implementation of the target features requires high-end 
technolog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processing 
presenter’s gesture and speech. Instead, the extended set of 
features from the first phase was realized through WoZ. 

Phase II included three sessions: Trial session, Presentation 
session, and Interview session. 

In the trial sessi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realized 
modalities and features to be familiar with the functionalities 
through WoZ. We constructed the WoZ framework in which 
the participants think that the final product was implemented 
while the actual functionality was operated by a human 
researcher behind the system (Figure 4).  

In the presentation session, the overall process was same as 
the first phase. We recorded gestures and speeches with 
Kinect v2 during the whole presentations, because our 
modalities focused on gesture and speech.  

In the interview session, we set a goal to refine the initial 
features from users’ perspective and experience. FGI was 
held in the semi-structured format. The interview was 
anchored around the following issues about the target 
features: The usability of the interactions, the complete 
descriptions of features and additional design features. At 
first, the users evaluated that the realized features are useful, 
and discussed whether features would be modified or deleted. 
In the next step, they completed the survey to evaluate 
usability aspects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usability 
aspects were measured in four categories: naturalness (how 
natural to interact), controllability (how easy to control), 

 
(a) 

  
(b) 

Figure 3. (a) Presentation and (b) design sessions of Phase 1 

 
Figure 4. Settings with W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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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on information delivery (how much efficient on 
delivering content) and efficiency on resource use (using 
resources such as space and time).  

Phase 3: Re-deliver 
The third phase was to evaluate the final refined design 
concepts. By implementing the final design as the WoZ 
system and testing it with potential users, we could see how 
usable the final product would be and how feasible it would 
be to implement the final design with the currently available 
technology even before the full development of the actual 
system.  

Participant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s 12 (nine males and three 
females) since we recruited additional seven subjects (six 
males and one female; also graduate students in the same 
university) in addition to the fiv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two phases. Each experimenter made a five-
minute presentation and attended the whole presentation 
process. 

Methods 
We implemented two sessions to evaluate the final design 
concepts: Presentation session and usability test session. 

In the presentation session, the subjects implemented the 
final system realized by WoZ. The session was structured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the two previous sessions. 

In the usability test session, all subjects completed the survey 
about the same aspect as in the second phase. We also 
conducted individual semi-constructed interviews with the 
five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all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design workshop. In the interview, we collected 
feedback of the overall design process.  

LESSONS LEARNED 
To develop appropriate modalities and features in 
presentation contexts,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to 
observe potential end-users from the initial ideation proc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users to understand the 
context to be effectively involved in whole design processes. 
Thus, we designed iterative ideation process to help users 
refine their ideas sequentially and conducted WoZ for 

simulated experiences about the new presentation tool. Our 
human-centered design process takes high benefits from 
users’ idea generation and refinement behaviors. We also 
found two major issues observed in this participatory design 
method: (a) evolving design fidelity and (b) comprehension 
of own design. 

Evolving Design Fidelity 
Fidelity of design prototyping was evolved in accordance 
with sequential phases. Initially, the participants built low-
fidelity prototypes through brainstorming new kinds of 
interactions focusing on how to manage the difficulties they 
faced in their past presentation experiences. In the next phase, 
they designed high-fidelity prototypes included in triggers to 
execute the interactions. After the phase 1, we focused on 
modalities based on presenter’s gestures and speech without 
any supporting device. As shown in Table 1, the design 
concept in the initial stage includes concretized features and 
described functionalities. Subsequently, the new design 
concept is concretized with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the 
features and specified examples of gestural and speech input 
method as trigger. For instance, initially, our users suggested 
a feature ‘page navigation’ with functionalities such as 
‘next/previous page’, ‘move to page number/context’ and 
‘find relative page’. They recommended that the 
functionalities could be controlled by gesture and speech 

 Naturalness Controllability Efficiency on  
Information Delivery 

Efficiency on  
Resources Use  

  Phase 2 Phase 3 Phase 2 Phase 3 Phase 2 Phase 3 Phase 2 Phase 3 

Page Navigation 4.1  4.2  4.2  4.4 3.4  4.4 3.7  4.4 
(1.0) (0.8) (0.5) (0.5) (1.1) (0.9) (1.3) (0.9) 

Video Control 3.0  4.6 3.2  4.2 4.2  4.0 4.6  4.2 
(1.3) (0.5) (1.1) (0.8) (0.7) (1.0) (0.7) (0.8) 

Pointer 4.4  4.2  3.8  4.2  4.4  4.2  4.4  4.0  
(0.7) (0.8) (1.3) (0.8) (0.4) (1.1) (1.1) (1.0) 

Zooming 3.6  4.2  4.0  4.6  3.8  4.2  3.2  4.2  
(0.4) (0.4) (0.8) (0.5) (1.1) (1.3) (1.3) (1.3) 

Hyperlink 3.4  4.6  3.4  4.2  3.4  4.0  4.0  3.8  
(0.9) (0.5) (1.1) (1.3) (1.4) (1.2) (0.8) (1.3) 

Object Control 2.0  4.2  2.4  3.8  2.4  4.0  3.8  4.0  
(0.8) (0.8) (0.7) (0.8) (1.4) (1.2) (1.3) (1.2) 

 

Table 2. Result of usability (mean and (sd)) test in Phase 2 and Phase 3 

Features Functionalities 
Page navigation  ‘next/previous page’, ‘move to page 

number/context’, ‘find relative page’ 

Video control ‘play /pause’, ‘forward/backward’, 
‘next/previous bookmark’ 

Pointer pointing to a spot on the screen 

Zooming ‘zoom in/zoom out page or specific content’ 

Hyperlink ‘enter/exit hyperlink’, ‘scrolling for 
navigation in the link page’ 

Object Control ‘modify a shape/position of picture’, 
‘change the font size’,  

 

Table 1. List of initial features and their functi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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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curely. We designed some command-like speech triggers 
such as ‘next!’ and ‘previous!’. They gave feedback that 
speech could interrupt the flow of announcing, so they 
designed natural verbal triggers like ‘see next slide’ and ‘see 
the slide with video’ for page navigation. Users also shared 
their feeling when the design concepts were refined: 

During the refining process, I could understand why 
some features are needed and realized what we 
really need. (P2) 

In the first phase, I feel vague about the feature 
because I just transfer my humble opinions when 
we discussed. However, the more process continue, 
the more specified ideas come up. (P3) 

I think that my idea is cool, but I knew the limitation 
of my ideas directly in the second workshop. (P4) 

The process with WoZ allowed the participants to specif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eatures. Users responded about 
the feeling that their abstract ideas became more concretized 
through WoZ: 

Prior experience affected the design of my concept 
precisely. While I was thinking that some 
functionalities are good, I could reconsider the 
functionalities after experiencing the WoZ system. 
(P2) 

The alternative ideas were emerged when another 
participator gave a presentation. (P3) 

It is a nice methodology that can modify design 
concept in real time, reflecting feedback from user 
experience. (P5) 

Comprehension of Own Design 
As our research progressed across the three phases with high 
fidelity prototypes, the users had more comprehension of 
their own design. It is common for users to have some 
misconceptions about what they are comfortable with or 
what they actually want. This happens even more when they 

work in their imagination. One of the possible ways to 
overcome this is to let users try their ideas and see how they 
actually feel about the design ideas they proposed. Initially, 
the users were too naïve because their ideation functioned at 
the conceptual level. Through the whole HCD process, 
however, they wer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ir ideas 
depending on the level of fidelity and realism in their 
suggestion. Our respondents explained their feeling of design 
refinement: 

I can find the problems of functionality that I 
thought it would be a nice concept when another 
presenter conducted the functionality. (P2) 

I can catch pros and cons and understand why the 
features are needed. (P3) 

The whole process guided the attendances as experienced 
users of their original ideations, so they could have improved 
on the ideas. After design refinement, the overall scores of 
usability on each phase increased, especially the aspects of 
usability of video control, hyperlinks and object control 
(Table 2). We also conducted a usability test with additional 
users for the validation of usability on the design concepts. 
They responded that the functionalities of each feature are 
usable except the object control (Table 3). Depending on 
users’ comments, we can identify how the design concept has 
transformed into usable entities based on well-
comprehensive ideas through the whole process: 

I feel the concept designed in usable aspects 
because users are involved in the whole process. 
(P4) 

Experience to give a presentation with developed 
functionalities is very helpful to me. I think ‘pre-
defined commands’ would be effective, but it is not 
too much useful. On the other hand, the ‘zooming’ 
feature was pretty useful than I expected. (P5) 

 Naturalness Controllability Efficiency on  
Information Delivery 

Efficiency on  
Resources Use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Group 1 Group 2 

Page Navigation 4.2  4.4  4.4 4.1 4.4 4.7 4.4 4.4 
(0.8) (1.2) (0.5) (1.3) (0.9) (0.8) (0.9) (0.8) 

Video Control 4.6 4.3 4.2 4.4 4.0 4.3 4.2 4.9 
(0.5) (0.8) (0.8) (0.5) (1.0) (1.2) (0.8) (0.4) 

Pointer 4.2  4.4  4.2  4.4  4.2  4.6  4.0  4.4  
(0.8) (0.5) (0.8) (0.8) (1.1) (0.5) (1.0) (0.5) 

Zooming 4.2  4.4  4.6  4.3  4.2  4.9  4.2  4.9  
(0.4) (0.8) (0.5) (1.2) (1.3) (0.4) (1.3) (0.4) 

Hyperlink 4.6  4.7  4.2  4.3  4.0  4.1  3.8  4.3  
(0.5) (0.5) (1.3) (1.2) (1.2) (1.3) (1.3) (1.2) 

Object Control 4.2  3.3  3.8  4.0  4.0  3.3  4.0  3.3  
(0.8) (0.8) (0.8) (0.6) (1.2) (0.5) (1.2) (0.8) 

 

Table 3. Result of usability (mean and (sd)) test between Group 1 (five initial participants) and Group 2 (seven additiona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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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rough the user-centered design methodology integrating 
PD and WoZ, we were able to design usable modalities and 
features in the new presentation tool from potential end-users’ 
views and experiences. It appears that the three phases 
integrated PD and WoZ can build from low-fidelity to high-
fidelity prototypes with users. Furthermore, participator 
could be comprehensive of their ideas through whole process. 
We plan to develop the modalities and features with diverse 
functionalities, and conduct usability test in the real situation 
with a fully functioning system to develop a next generation 
presentation tool. We believe that our research work can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ho work in a similar domain of user-centered design related 
to interaction with input modalities for and with end-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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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have 
emerged as an open learning spa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movement of knowledge sharing. MOOCs are an open 
online learning space based on unconstrained interaction 
among learners unlike traditional e-learning systems. 
Despite the promise of openness in learning, there is lack of 
research studies to elucidate the accessibility of MOOCs for 
learners with disabilities. The main goals of this paper are 1) 
to evaluate the accessibility of MOOC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and 2) to identify 
critical barriers diminishing the accessibility issues. First, we 
performed a manual testing to evaluate three MOOC 
platforms (i.e., Coursera, edX, and Khan Academy) on the 
computer and the mobile platform with the UDL principles. 
Second, we conducted a user study with four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From the walkthrough experience in 
the interview sessions, we identified critical obstacles in 
accessibility of MOOC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hree 
MOOCs platforms met only 52% of the 40 UDL categories. 
Overall, the computer-based MOOC platform received 
higher accessibility scores than that of the mobile-based 
MOOC platform though the difference was marginal. Finally, 
we present four main obstacles related to the low 
accessibility issues in MOOCs.  

Author Keywords 
MOOC; Visually Impaired Person; Universal Design; 
Accessibility Evaluation; Mobile Web;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m.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Miscellaneous; K.4.2. Computers and Society: Social Issues 
– Assistive technolo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RODUCTION 
Leveraging the affordances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mobiles and ubiquitous computing, learning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open, accessible and universal 
to learners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disabilities. The 
emergence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in 

education scenes indicates the growing interests and efforts 
towards creating learning opportunities to reach out to a wide 
range of learners. MOOCs platforms with the openness 
movement require a higher level of accessibility to us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hile there has been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regarding the emergence and impact of 
MOOCs in higher education contexts, research on the 
accessibility of MOOC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o date, 
little research studies have attempted to address the issues of 
accessibility in MOOCs [2, 3, 10].  

In this paper, we adopt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principles as an accessibility guideline, given the fact that 
MOOCs are positioned as an open learning platform 
reaching out to massive users. Elias has proposed the 
framework of UDL with 8 principles and 40 categories 
covering both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issues [7]. 
In this study, two experts who have knowledge about 
accessibility evaluated the representative MOOC platforms 
(i.e., Coursera, edX, and Khan Academy) with UDL 
categories. We also discovered concrete barriers leading to 
low accessibility from a user study with four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conclusion, we discuss main 
obstacles in accessibility issues of MOOC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study. 
 
 

THEORETICAL BACKGROUND & RELATED WORK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In 2008, George Siemen and Stephen Downes first 
introduced the notion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They opened the online course “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ledge (CCK08)”, which is widely 
considered as the first MOOC [15].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is innovative method is for open learning where learners 
can improve ideas each other and generate new knowledge 
through continual improvement. Along with the explosiv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and mobile 
technologies, MOOCs have emerged as a platform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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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learning for a wide range of learners. This new 
educational stream has transformed conventional classroom-
based education to become an open environment without any 
limitation in time and places.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Historically, UDL is rooted in the philosophy and notion of 
universal desig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Universal design 
is defined as “the design of product and environments to be 
usable by all peopl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out 
the need for adaptation or specialized design” [12].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7] suggested seven principles 
for universal design: 1) Equitable use, 2) Flexibility in use, 
3) Simple and intuitive use, 4) Perceptible information, 5) 
Tolerance for error, 6) Low physical effort, and 7)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When the idea of universal 
design is integrated with learning, the focus has shifted from 
product / environment design to curriculum design that 
allows multiple means of presentation, expression, and 
engagement [13]. Since then, some adaptions to the original 
UDL framework have been made to better reflect the nature 
of inclusion and accessibility in educational contexts [4, 7, 8, 
16]. Scott, McGuire, and Shaw [16] added two categories to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regarding an instructional 
environment; 7) Community of learners and supports, and 8) 
Instructional climates. With these eight principles, Elias [7] 
provided 40 sub-categories of online course accessibility and 
specific recommendations (Table 1). In this paper, we test 
MOOCs accessibility using these categories and principles 
proposed by Elias.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We apply the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method to 
evaluate webpages in MOOC platforms that support 
responsive webs to provide optimal viewing across multiple 
devices with different resolutions. According to the study 
about the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1], in general, there 
are three types of webpage accessibility evaluation 
techniques: automated testing, manual testing, and user 
testing.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manual testing and 
user testing to evaluate accessibility issues in MOOCs. 

1) Automated testing is a technique to evaluate accessibility 
using automatic programs or tools. This method usually does 
not need the help of human-evaluators. For example, Iniesto 
et al. [10] evaluated MOOCs using eXaminator, which is an 
automatic online testing tool. We did not perform this 
automated testing since there was no reliable tool available 
for evaluating mobile platforms. 

2) Manual testing is a technique to discover and test the 
accessibility issues by human-evaluators while they 
sometimes can be accompanied with software tools. In this 
testing technique, the evaluator can be an important factor. 
The evaluator types include non-technical checks, technical 
checks, and expert checks. In our study, experts who have 
good knowledge of screen readers and assistive technology 
performed the manual testing. 

Principle 1. Equitable Use 
(1) All content online 
(2) Anywhere Anytime 
(3) Translator 

Principle 2. Flexible Use 
(4) Mind maps / diagram displays 
(5) Conferencing tools 
(6) Video / audio presentation tools 
(7) Slide presentation tools 
(8) Video / audio assignment tools 
(9) Links to additional information 
(10) Choice of study topics / assignments 

Principle 3. Simple and Intuitive Use 
(11) Resume course 
(12) Simple interface 
(13) Direct link to new posts 
(14) Easy-to-navigate menus 
(15) Books 
(16) Searchable forums 
(17) Searchable content 
(18) Mobile interface 
(19) Text-only interface 
(20) Offline resources 

Principle 4. Perceptible Information 
(21) Screen preferences, font size, masking, colors 
(22) Screen / document readers 
(23) Text-to-speech 
(24) Screen / cursor magnifiers 
(25) Transcription 
(26) Captions 

Principle 5. Tolerance for Error 
(27) Ability to edit after posting 
(28) Confirmation before sending assignments 
(29) Warnings when leaving course site 

Principle 6. Technical and Physical Effort 
(30) Voice recognition 
(31) Word prediction 
(32) Built-in assistive technologies 
(33) Limited use of external links 
(34) Embedded multimedia 
(35) Browser capability checker 

Principle 7. Learner Community and Support 
(36) Study group 
(37) Links to support services 

Principle 8. Instructional Climate 
(38) Involvement in discussion forums 
(39) Regular email contact with students 
(40) Availability for one-on-one consultation 

Table 1.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principles 
and categories of online course accessibilit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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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r testing is a technique to test a target web site with 
real end-users. In this research, we recruited fou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o test webpages by performing pre-
defined tasks in MOOCs. 

Accessibility of MOOCs 
MOOCs can provide alternative learning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could not attend schools through 
traditional mean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MOOCs are really open and universal to learners with 
disabilities. For instance, Bohnsack and Puhl [3] examined 
the accessibility of five MOOCs sites (i.e., Coursera, Udacity, 
edX, OpenCourseWorld, and Iversity) and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accessibility problems in these platforms. 
Iniesto et al. [10] tested Spanish and Portuguese MOOCs 
using the automated tool and simulator. They demonstrated 
that both platforms have serious accessibility problems. Al-
Mouh et al. [2] evaluated Coursera through the heuristic 
evaluation method with the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 by the World Wide Web Consor-
tium (W3C) on the personal computer (PC). Their study 
found that the Coursera platform failed to comply with the 
WCAG 2.0. 

In this study, we attempt to advance the existing knowledge 
about the accessibility of MOOCs by evaluating both PC and 
mobile-based platforms from the perspectives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Our ultimate goal is to take a 
closer look at barriers that limit the accessibility of MOOCs 
to learners with disabilities.  

METHODOLOGY 
In this paper, we focus on uncovering and evaluating the 
accessibility of MOOCs for users with visual impairment. 
We first used a manual testing [1] by two experts and then 
performed a user study with four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Research Questions 
This research is guided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well do the current MOOCs support the accessible 
web on the PC and mobile (iPhone) platforms?  

2)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accessibility of MOOCs 
between PC and mobile platforms? 

3) What are the main barriers that limit the accessibility of 
MOOCs to users with visual impairment? 

4) What accessibility functions should be added in MOOCs 
for visually impaired users? 

5) How are MOOCs useful for learning to visually impaired 
users?  

Manual Testing 

Apparatus 
The evaluators used JAWS (screen reader program, version 
16.0) with a computer running the Windows 8.1 operating 
system. iPhone 5S with VoiceOver (screen reader function 
for iPhone) running the iOS 9.1 operating system was 

employed to evaluate accessibility in the mobile platform. In 
this testing, three major MOOC platforms and five courses 
for each MOOC were selected for evaluation. We selected 
courses from various topics. When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users is available, we selected courses with a high 
number of users. The course titles are: 

 1. Coursera [5] 
1) Art & Activity 
2) Jazz Improvisation 
3) International Marketing in Asia 
4) Chinese for Beginners 
5) Child Nutrition and Cooking 

 2. edX [6] 
1) The Science of Everyday Thinking 
2) The Rise of Superheroes and Their Impact on Pop  

Culture 
3) Developing International Software 
4) English Grammar and Style 
5)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 Khan Academy [11] 
1) Masterpieces old and new 
2) Full-length SAT 
3) Measuring the Universe 
4) Art history basics 
5) Basic geometry 

Procedures 
After two evaluators tested the selected courses with the 40 
UDL categories independently, they discussed the 
accessibility scores to reach mutual consensus.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scores – ○: all courses tested in a 
platform satisfied the category, △: at least one course tested 
in a platform did not satisfy the category, ⅹ: all courses did 
not satisfy the category.  

User Study 
The user study was conducted at the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located in a private university in a mid-sized city 
(Figure 1). The study was divided into the mobile session and 
the PC session.  

 

Figure 1. User study with four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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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Gender Age LB YB YS YP 
P1 Male 18  18 4.5 10 

P2 Male 26 Legally 10 4.0 2 

P3 Female 24 blind 13 5.0 4 

P4 Female 21  21 3.0 13 

 

ID Session MOOC 
Platform 

Device & Screen 
reader 

P1 Mobile Coursera iPhone5+VoiceOver 

P2 Mobile edX iPhone4S+VoiceOver 

P3 Mobile Khan Academy iPhone5+VoiceOver 

P4 PC edX PC+SenseReader[18] 

Participants 
Four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two males and two 
females) were recruited for the user study (Table 2). 
Participants’ ages ranged from 18 to 26 years old (mean 
=22.25, s.d.=3.5) and all participants are legally blind. They 
are university students and owned smartphone devices and 
PCs. All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have had prior 
experienced with online courses. They have enough English 
competencies for understanding MOOCs in English, but 
their level of confidence varies to some extent.  

Apparatus 
All participants used their own smartphone devices and PC. 
In the mobile session, three participants used iPhone with 
VoiceOver and took a respective course assigned to them. In 
the PC session, one participant used Windows 7 with 
SenseReader (Korean screen reader) [18] and took a course 
only in edX due to the limitation of experiment time (Table 
3). The course titles used in the user study are as follows: 
“Jazz Improvisation – Coursera”, “The Science of Everyday 
Thinking – edX”, “Art History Basics – Khan Academy” 

Procedures 
Pre-interview: We first asked basic questions about the 
profile and background of each participant, such as “Have 
you heard about the MOOCs?” and “Have you taken any 
online courses?”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a series of pre-defined tasks 
were assigned to the participants. During the process of 
observing task comple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or deeper understanding about barriers when the 
participants were in trouble with certain tasks. We selected 
the following seven tasks from registration to participation 
that deem necessary to take courses in MOOCs: 

1) Sign up / Login 
2) Search the pre-assigned course 
3) Register the course 
4) Take a first lecture in the course 

: Find and play a video material. Control the sound 
volume and speed. Check functions of captions, 
transcription, and auto-translation. 

5) Participate in a discussion forum 
: Write, edit, and remove the post and comment. 

6) Submit an assignment (only tested in PC) 
: Upload some files to the assignment. This task is only 
for PC because mobile devices have many limitations 
to complete homework. 

7) Submit a quiz 

Post-interview: We asked the following ques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experiment: (1)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MOOCs from their experiences; (2) whether they found 
MOOCs useful from both accessibility and learning 
perspectives; and (3) how MOOCs can be improved to 
increate accessibility to users with disabilities. 

RESULTS 

Manual Testing 
Tables 4 and 5 show the result of manual testing by human-
evaluators. In terms of the testing platform environment, 
only 52.5% of the categories were satisfied on the PC and 
51.7% were satisfied on the mobile. The best combination of 
configuration is edX on PC (○: 57.5%, △: 15.0%, ⅹ: 27.5%) 
even though there is a marginal difference. 

User Study 

Sign up / Login 
In the mobile session, all participants failed to sign up 
because the “Sign up” button was hidden in the dropdown 
menu. All participants had to perform the task of sign up and 
login with the researchers’ support. The participant in the PC 
session successfully achieved the task without major 
difficulties. 

Search a course 
In the mobile session, all participants failed to search the 
given course. In Coursera, there was no button for the search 
function. In edX, while P2 was able to query the course name, 
too many results were provided in a screen. Although P3 also 
queried the course title, the focus of the screen reader did not 
move to the search results. 

In the PC session, P4 succeeded in searching the course title 
easily using the find function (Ctrl+F). 

Register the course 
All participants were successful in the enrollment of the 
given courses. 

Take a first lecture in the course 
In Coursera and Khan Academy on the mobile, the lectures 
were played successfully. But, P2 could not play the lecture 
in edX because VoiceOver read the play button as a “button”. 

Table 2. Profiles of participants: LB (Level of Blindness), 
YB (Years of Blindness), YS (Years of Smartphone usage), 

and YP (Years of PC usage) 

Table 3. Configuration of platform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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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
ment Platform ○ (%) △ (%) ⅹ (%) 

PC 

C 50.0 20.0 30.0 

E 57.5 15.0 27.5 

K 50.0 0.0 50.0 

Total 52.5 11.7 35.8 

Mobile 

C 47.5 20.0 32.5 

E 57.5 5.0 37.5 

K 50.0 0.0 50.0 

Total 51.7 8.3 40.0 

Total 52.1 10.0 37.9 

P3 with Khan Academy succeeded to adjust the sound 
volume and to control the play speed. 

Although P4 also had trouble in finding a play button in the 
PC session, she carried out playing the lecture by instinct 
without formal guidelines or experience. 

Participate in a discussion forum 
In the mobile session, P1 with Coursera was not able to write 
a new post because VoiceOver read the button for submitting 
new posts as a “button”. In case of edX, while P2 could enter 
the discussion forum, he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discussion materials and course materials. The reading task 
was possible with Khan Academy, but it was hard to find a 
function of comment writing. 

In the PC session, P4 succeeded in all sub-tasks and 
answered that this forum was not an ordinary bulletin board. 

Submit an assignment (only tested in PC) 
P4 was successful in uploading some files to the assignment. 

Submit a quiz 
In the mobile session, it was difficult to enter the quiz menu 
and to grasp the structure of quiz such as the test stem and 
multiple choices in Khan Academy. In edX and Khan 
Academy, P1 and P3 did not fulfill the task because the focus 
forcedly moved to the first part in the screen after selecting 
one item.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forced moving of 
focus in the PC session with edX. P4, however, answered 
that it was difficult to find a starting point of the quiz with 
the screen reader. The system did not provide any feedback 
for successful submission to users. Although this issue is not 
related with task success, it could cause additional problems. 

DISCUSSION 

How well do the current MOOCs support the accessible 
web on the PC and mobile (iPhone) platforms? 
According to the results, over one-third of UDL categories 
were not satisfied (Table 5). All participants answered that 

Principle & 
Category Index 

PC Mobile 
C E K C E K 

1. Equitable use 
 

1 ○ ○ ○ ○ ○ ○ 

2 ○ ○ ○ ○ ○ ○ 

3 △ △ ⅹ △ △ ⅹ 

2. Flexible use 
 

4 ○ ○ ○ ○ ○ ○ 

5 ⅹ ⅹ ⅹ ⅹ ⅹ ⅹ 

6 ○ ○ ○ ○ ○ ○ 

7 ○ ○ ○ ○ ○ ○ 

8 △ △ ⅹ △ ⅹ ⅹ 

9 △ △ ⅹ ⅹ ⅹ ⅹ 

10 ○ ○ ○ ○ ○ ○ 

3. Simple and intuitive use 
 

11 ○ ○ ○ ○ ○ ○ 

12 ○ ○ ○ ○ ○ ○ 

13 ⅹ △ ⅹ ⅹ ⅹ ⅹ 

14 ○ ○ ○ ○ ○ ○ 

15 △ △ ⅹ △ ⅹ ⅹ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ⅹ ⅹ ⅹ ⅹ ⅹ ⅹ 

20 ⅹ △ ⅹ ⅹ △ ⅹ 

4. Perceptible information 
 

21 ⅹ ⅹ ⅹ ⅹ ⅹ ⅹ 

22 ○ ○ ○ ○ ○ ○ 

23 ○ ○ ○ ○ ○ ○ 

24 ⅹ ⅹ ⅹ ⅹ ⅹ ⅹ 

25 ○ ○ ⅹ ○ ○ ⅹ 

26 △ ⅹ ⅹ △ ⅹ ⅹ 

5. Tolerance for error 
 

27 ○ ○ ○ ○ ○ ○ 

28 ⅹ ○ ⅹ ⅹ ○ ⅹ 

29 ⅹ ⅹ ⅹ ⅹ ⅹ ⅹ 

6. Technical and physical 
effort 

30 ⅹ ⅹ ⅹ ⅹ ⅹ ⅹ 

31 ⅹ ⅹ ⅹ ⅹ ⅹ ⅹ 

32 ○ ○ ○ ○ ○ ○ 

33 ⅹ ⅹ ⅹ ⅹ ⅹ ⅹ 

34 ○ ○ ○ ○ ○ ○ 

35 ⅹ ⅹ ⅹ ⅹ ⅹ ⅹ 

7. Leaner community and 
support 

36 △ ○ ⅹ △ ○ ⅹ 

37 ○ ○ ○ △ ○ ○ 

8. Instructional climate 38 △ ○ ○ △ ○ ○ 

39 ○ ⅹ ⅹ ○ ⅹ ⅹ 

40 △ ○ ○ △ ○ ○ 

Table 4. The result of Manual testing (C: Coursera, E: 
edX, K: Khan Academy / ○: all courses tested in a 

platform satisfied the category, △: at least one course 
tested in a platform did not satisfy, ⅹ: all courses did not 

satisfy)  

Table 5. The summary of result (Abbreviations and 
symbols are the same as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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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 sites had poor accessibilities, which means MOOC 
platforms need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issues. All participants in the user study failed to complete 
the first task, “Sign up / Login.” Overall, it appeared that 
users with visual impairment would not be able to take the 
benefits of the MOOCs’ services with the mobile 
environment, as expressed by the participants: 

“If I use this site from today, it would be hard without 
someone’s help.” – P2 

“Othe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will give up on using 
this platform because the structure is very complex.” – P3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accessibility of MOOCs 
between PC and mobiles platforms? 
Overall, PC (○: 52.5%, △: 11.7%, ⅹ: 35.8%) has better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han mobiles 
(○: 51.7%, △: 8.3%, ⅹ: 40.0%). In terms of task completion, 
the task completion speed in the PC was faster than the 
mobile’s. The mobile platform, however, had the advantage 
of detecting a spatial position of items on the screen. 

Task Completion Speed 
The difference in task completion speed was found in the 
tested MOOCs due to input and search systems. When P4 
used the screen reader program (SenseReader [18]) in the PC 
environment, she could search and move the focus quickly 
by pushing the Tab, Up and Down keys of the keyboard. On 
the contrary, swipe gestures such as left to right were used to 
move the focus in the mobile environment. Since the shortcut 
find function (“Ctrl + F key” in Windows) was only 
supported in the PC environment, the participant (P4) with 
the PC environment could perform the tasks faster. 

Spatial Position of Items in the Screen 
In edX, the participants with the PC and mobile spent much 
time on finding a play button in the “Take a lecture” task.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the position of the play button 
was not like the play button in other websites. We asked 
about their workarounds: “In this situation, how do you cope 
with?” and the responses were: 

“In this case, I have to ask someone’s help.” – P4 (PC) 

“I memorize the position of the abnormal button with my 
finger, then, turn off the VoiceOver using a shortcut. And I 
click the position manually.” – P2 (Mobile) 

What are the main barriers that limit the accessibility of 
MOOCs to users with visual impairment? 
We found not only several minor issues, but critical barriers 
from the user study. Minor issues have a slight effect to 
perform the given tasks, for example volume controller and 
indicator for the essential items in the registration form. In 
this study, we mainly discuss four critical barriers that appear 
to have serious impact on the completion of the assigned 
tasks. 

Dropdown Menu 
Dropdown menu is a toggleable function that provides users 
with a pre-defined list of items only when the mouse is rolled 

over (Figure 2). Because screen reader programs read this 
menu as a single button, it is easy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not to detect this as a toggleable menu. In this 
study, the issue with the dropdown menu was a main barrier 
to find the “Sign up / Login” buttons, which were somewhat 
hidden in the dropdown menu. In severe cases, there was no 
sound output in the mobile Khan Academy when the 
dropdown menu was focused. 

“Even though I checked all elements from top of the screen, 
I could not find the Sign up button.” – P1 

Dynamic Webpage Structure 
When the participants submitted a quiz or assignment in edX, 
the platform provided feedback of successful submission 
without page reloading.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AJAX) is one of the web development techniques that can 
send and get data from a server in the background, and 
change the web element without the transition of webpages. 
While AJAX gives lively and dynamic effects to the 
webpage, this seriously inhibits the web content accessibility. 
The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could not catch the 
webpage event. 

“(After submitting a quiz) How much do I have to wait? Does 
it finish?” – P4 

Repetitive Elements 
It is desirable that one single page should contain 
information as needed because visually impaired people 
have to listen to all elements of webpage using the screen 
reader. This study found that the participants had no choice 
but to read repetitive information since the category 
information about courses in MOOCs was usually positioned 
at the top of each webpage. This repetitive structure made the 
participants spend much time to even simply pass and feel 

Figure 2. The example of dropdown menu in top-left of th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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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ly tired. To skip this information, we proposed the use of 
invisible buttons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Same information about categories is presented over and 
over again every time the web-page is loaded. It is really 
annoying.” – P2 

“I cannot find the contents that I want because of too many 
elements. I need more simple and organized interfaces.” – 
P3 

Illogical Focus Movement 
The visually impaired are disturbed by the illogical stream of 
focus, which causes troubles with structuring the webpage. 
For example, when the participant selected an answer in a 
question of the objective quiz, the focus moved to the top of 
the screen forcedly in the mobile webpage of edX. The 
participant first thought that there was one question in the 
quiz. Since he moved the focus down for a long time, he 
realized the existence of unsolved questions. Also in Khan 
Academy, the focus moved to the bottom of the screen in a 
forceful manner, which was the similar problem found in 
edX. 

“Due to the illogical focus movement, it takes long long time 
to finish all questions in the quiz.” – P2 

What accessibility functions should be added in MOOCs 
for visually impaired users? 
All participants would like to improve basic accessibilities in 
MOOC platforms. Among them, critical accessibility 
features are as follows: 

Translation 
Participants want to have the auto-translation feature in the 
form of translated text files. Some participants answered that 
dubbing the textual information is desirable. 

“It would be better if all lectures and translated scripts can 
be downloadable. The movie player in my computer (GOM 
Player) is compatible with my screen reader. Thus it can 
read a caption file. I used to watch foreign movies in my 
computer.” – P2 

Invisible Button for Visual Impaired Users 
Some participants proposed the use of invisible buttons for 
the visual impaired users. An invisible button is an object 
accessed only by screen readers and can perform a specific 
function. For example, Google instant search [9], which is 
the function showing search results as the user starts to type, 
can be off by selecting the invisible button for slow input 
speed. Thus, only screen reader users can control the instant 
search function in the main page directly. Naver [14] 
provides a more practical feature with invisible buttons. 
Using the invisible button, users can skip headline contents 
to go directly to main contents (Figure 3). We expect that 
many repetitive elements in MOOCs can be greatly reduced 
with the use of invisible buttons. 

How are MOOCs useful for learning to the visually 
impaired users? 
While many accessibility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user study, all participants indicated that MOOC platforms 
are usefu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anticipated that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might give up 
in the initial stage due to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MOOCs. Some participants were concerned about their 
language skills as currently most MOOCs contents were 
offered in English: 

All participants said that the PC-based MOOCs would be 
much easier to use than the mobile-based MOOCs. One 
participant preferred the mobile platform due to the 
affordances of mobility to learn anytime and anywhere: 

“If there are helpful contents, I will learn using this platform 
with my friends’ help.” – P4 

“I am not good at English. Therefore, I can use the platform 
well if it provides translation.” – P2 

“I prefer mobile to PC because I like to listen this lecture on 
the move anytime and anywhere.” – P1 

CONCLUSIONS & FUTURE WORKS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evaluate the accessibility of 
MOOC platforms from UDL perspectives and to discover the 
main obstacles of the accessible MOOC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 manual 
testing by two experts was perform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over 1/3 of the UDL categories were not satisfied, and 
that the PC environment had better accessibility and 
universality than the mobile environment. In the second 
phase, we conducted a user study with four legally-blind 
participants. We analyzed the causes of poor accessibility 

Figure 3. The example of invisible button. There is the 
button on the left-top of the left figure. If users click the 
button, the focus is moved to the main contents like the 

righ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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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observing the process of their task completion, and 
uncovered their struggles and accessibility issues. 

Despite these findings, there remains a range of limitations 
to be resolved in future research. First, in the current study, 
the accessibility evaluation of the mobile environment was 
conducted based on the mobile web with the responsive web 
technology. Nowadays, however, many mobile web services 
are developed as mobile applications for iOS and Android. 
Further studies on the evaluation for mobile applications are 
needed. Second, the participants had to complete the pre-
defined tasks in one session. While there are some 
advantages with simple and low cost usability testing, there 
are also drawbacks to find accessibility problems at deeper 
levels. Thu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rolonged study 
where participants take one or more MOOC courses with 
active participation. From this approach, we can expect to 
collect quantitative data such as users’ clickstream data and 
logs. Third, this study focused on the users with visual 
impairment and did not include other types of disabilities. 
Hence, there should be some cautions to generalize findings 
of this study to other context of users with disabilities. The 
small number of users is another limitation, which we plan 
to expand with more users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such as hearing impairment and physical disabilities needing 
assistive inputs.  

MOOCs were launched with the great promise to provide 
open and accessible learning opportunities to a wide range of 
learners. Despite such promise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urrent MOOCs platforms do not address the issue of 
accessibility and universal desig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MOOCs as an open education movement becomes a 
major trend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next decade, we 
need to explore how to make open courses and resources 
more accessible and universal to learner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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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 of three-dimensional software has become increasingly 
accessible to a variety of users and discipline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s in both consumer products and 
computational performance.  From early on in the 
development of 3D applications new methods of control 
were being designed and researched for manipulation 
directly on or with the object, resulting in a variety of 
widgets controlled either by gestures or gizmos in the 3D 
window. Using purely gesture or direct manipulation poses 
a challenge to fine-grained control, such as what is needed 
in the field of robotics and mechanics.  This paper takes a 
new approach with controlling transformations, in 
particular of an axis, that brings a mor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homogeneous transformations and axis control 
through an input field type interface.   This new interface 
allows users maximum control and experimentation through 
using either single values or full matrices.  Current robotics 
tools for education are reviewed.   An example of how this 
new system can be used in the study of kinematics is 
presented.  Both the aesthetic and framework design of the 
UI element is presented.  Validation of the UI is based on a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systems flexibility and 
ability to accomplish complex tasks with minimal effort. 

Author Keywords 
Object Manipulation, 3D, User Interface, HCI  

ACM Classification Keywords 
D.2.2 [Software Engineering]: Design Tools and 
Techniques—User interfaces J.6. [Computer-Aided 
Engineering]: Computer-aided design (CAD)—,H.5.2 [User 
Interfaces]: Interaction styles (e.g., commands, menus, 
forms, direct manipulation)—;  

INTRODUCTION 
New uses and applications of virtual environments, such as 
those created in 3D applications, are continuously being 
found.  From the imaginary worlds created in Art and 
Entertainment, to the simulations of building structures, it is 
clear that the virtual and real world share aspects that are in 
some way interchangeable.  While this may mean a fantasy 
world previously unimagined is possible to be visualized, it 
also allows for important, and even life critical errors, to 
occur on a computer instead of in real-life.  In the 

education sector, virtual environments can compare to the 
real world for the understanding of some concepts [7], an 
important step in the assistance of learning concepts too 
expensive or dangerous to experiment with in the real world.   

However, as noted in [7], the success of a virtu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understanding is reliant upon well designed learning tasks 
that facilitate the goal within the environment.  It is the 
latter, in which the virtual environment must be well 
designed for a fruitful interaction, that i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Specifically, a new user interface element; the 
breakdown of a homogeneous transform into rearrangeable 
and stackable matrix components for use in technical fields 
and environments in which precision and spatial place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To illustrate the features of the system, the field of robotics 
is used as the main example throughout, while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clear how the system as a whole can be 
implemented in a variety of useful ways. 

In essence, this work approaches the user manipulation of 
object position and orientation as a simple homogeneous 
transformation of an axis.  The rotations are reduced to 
single axis operations and the translations can be entered 
for multiple axis operations, both of which can be 
continuously applied in regards to order.  The method can 
be used easily to teach and visualize important fundamental 
robotics concepts.  Additionally, the use of controlling 
objects in space with transformation operations on an axis 
makes a universal platform for anyone knowledgeable on 
homogeneous transformations in that a user does not need 
to find or understand the manipulator widget settings that 
differ from program to program.  Thorough reviews of the 
advancement of transformation methods currently exist 
[11,13], as such, this introduction will focus on the 
motivation and aspects of transformation methods that led 
to many of the interactions used in the proposed system, 
followed by a short review of robotics related tools 
focusing on axis descriptions in space, and how current 
systems do not offer the same ability. 

Related Work 
Past research into the control of an object has been largely 
focused on user interfaces that allow for direct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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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 object through a widget or gizmo that presents some 
analog to the physical world.  As early as 1981, Evans et al. 
[9] created valuators that had direct analogs to physical 
methods of manipulating an object in space, such as the 
Turntable, and more notably the Three-axis Trackball.   
Later, development into a more user defined and controlled 
system of movement, Skitters and Jacks, demonstrated the 
use of moving controllers in 3D space to place anchors, or 
an axis, that controls the manipulation of an object.  Bier 
concluded, however, a simple interface can not be 
implemented while maintaining a full feature set of controls 
based on the Skitter and Jacks and instead must be 
partitioned into different stages [3].  These examples are 
part of the most popular early examples to control object 
rotation grouped by Chen et al. as sliders, menu selection, 
button press, and two-axis valuator [4].  Additionally, [4] 
notes that simple and accurate rotations may be best done 
through sliders, most likely due to the simple and direct 
control of a known quantity.  Similarly, [21] notes that 
while the system Jack provides a flexible way to 
manipulate interactively, it is difficult to be more precise 
than simply entering values with a keyboard. 

While seemingly both obvious and known, it is faster to 
actively enter a specific value through keyboard input than 
to use a drag slider or widget display, the exploration of 
generalized manipulation interactions in 3D applications 
overtook the research into intentional transformations of 
predefined values.  Researchers have overlaid control 
manipulators directly on an object in order to keep the users 
attention on the manipulation task at hand [4].  This seems 
to have continued to multi touch and new types of widgets, 
yet does not address the problem of occlusion and 
distraction between the task and object.  Given the choice 
between directly manipulating an object transformation 
with a 3D perspective on the screen or by using a secondary 
device to separate the interaction and visual space, the 
majority of users both preferred the secondary device and 
were more efficient and precise [15].  In order to keep the 
number and types of gestures simple for one handed 
manipulation, [24] separated rotation and translation.  In 
contrast [23] acknowledged the lack of precise techniques 
available for positioning and orienting using sketch-based 
interaction therefore implementing a system with only four 
gestures.  However, the result is a context-dependent 
gesture system which can confuse and frustrate users, 
although the authors speculate this may be a better 
alternative to large numbers of gestures. 

Although many recent widgets and interac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for touch input device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most common input devices for current and 
near future applications are mouse and keyboard.  With 
commercial and useful touchscreen applications just 
emerging, the integration of multi-dimensional and novel 
input devices are not likely to gain mainstream use within 
the near future [13].  As such,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takes a neutral stance to both mouse and touch input 

through the use of simple, one click or drag actions, with an 
additional input of numeric values.  The system is not 
meant to overlay with an object, and as such, reduces any 
problems of occlusion or co-location confusion between 
visual and manipulation spaces.  These actions are both 
feasible in and part of current interaction methods on both 
types of input. 

Instead of focusing on the input types or gestures for unique 
manipulators, this work uses similar concepts as the early 
work of Jack, as a toolkit for manipulating both objects and 
figures [21].  Phillips and Badler classified four of the most 
common problems with geometric manipulation, 
summarized as: poor visual feedback of resulting 
transformation, poor visual feedback of current object state, 
difficulty in anticipate effects of input, and difficulty in 
describing transformations with respect to arbitrary 
reference frames.  While these items are described as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they can also be thought of 
in terms of educational challenges in which learners can 
either utilize to accomplish a task, or be deprived of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For example, an interface may 
very accurately describe a resulting transformation on an 
arbitrary axis in order to demonstrate to a learner what an 
operation does, or the interface may intentionally remove 
the description of the result while providing additional tools 
for the learner to explore the underlying concep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sult without aide.  This latter part is of 
which some educational robotics tools have focused on. 

The terminology of graphics and robotics varies in the 
description of 3-dimensional space descriptors.  In the 
graphics community, this is referred to as an axis, while in 
the robotics community it is referred to as both frame and 
axis.  This may create confusion as the term frame is often 
used to describe time.  In this paper, there is no reference 
to animation and as such, the use of frame and axis will be 
used somewhat interchangeably, where frame will be 
describing an axis which has been controlled or defined by 
a user through mathematical operations such as a 
homogeneous transform. 

The use of graphics in the robotics field is quite common 
outside of education due to the need of visualizing, 
designing, and controlling a robot.  As robotics can be both 
dangerous and expensive, the use of simulation software is 
a perfect fit.  A recent State-of-the-Art robotics 
competition provides a good example of heavy use of 
graphics for first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of algorithms 
[17] before implementation on physical robots in which 
visualization remained useful [14].  Many robotics 
software, packages, and frameworks that includes some 
graphics with a strong focus on control algorithms are 
available [5,8,22].  Other works either highly or solely 
focused on the visualization of robotics are also readily 
available [16].  For an additional list of robot simulation 
programs and their general user interaction principles se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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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uya et al. developed a multi-feature education tool 
described with four components: geometry, motion, 
workspace, and velocity [20].  Most relevant is the 
geometry module which is used to define the kinematics.  
The authors describe the kinematic scheme as a set of nodes 
and elements, provide an interactive graphical model with 
axis constraint displays, and the ability to edit joints with a 
handle manipulator widget.  Overall, the system has many 
features, especially in the area of reach envelope 
visualization, a helpful tool for understanding the limits of a 
robot and results of an algorithm.  However, the focus is 
not on the deep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for a frame 
definition, matrix value, and final transformation.   

More focused on the frame definitions, which is centr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mmonly used DH parameters 
[12], Lopez-Nicolas et al. present a software and 
educational framework for more advanced students [19].  
The user interface shows a simple cell input system for 
displaying the DH parameter of the ordered joints.  Three 
values for each position and orientation are displayed in the 
status menu of the UI, but any further possible interactions 
with these values are not demonstrated or do not exist.  
Focused on education and basic kinematics,[1] 
demonstrates an educational tool that includes questions 
and step by step training.  The overall design is more akin 
to an electronic and interactive book than a new method for 
interactively and experimentally working with 
transformations.  Both [2,10]-- allow the construction of 
robotic links through DH parameters with no clear way for 
a user to experiment with the matrix itself. 

The basis for the proposed system is the homogeneous 
transform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rotations and 
translations, with regard to order, an axis can move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By specifying the components of 
the homogeneous transform a user is able to either check 
against their own calculations of DH parameters, or skip the 
use of DH parameters and easily retrieve the final forward 
kinematics solutions.  Unlike the work of others, this 
system is focused on the user viewing and accessing the 
transform matrix, experimenting with the values, and 
offering assistance in the construction.  Most importantly, 
the user is in real-time learning how matrix operations 
actually move one frame to another in space, a knowledge 
and skill-set that is valuable in the robotics, biomechanics, 
and graphics fields.  When users understand this, the 
widget instantly becomes a powerful tool for accurate 
control of objects. 

SYSTEM DESIGN 
The stark difference in this work to others is the focus on 
the core concepts of homogeneous transformations as a 
method of axis manipulation in 3D space compared to the 
predefined robotics inputs discussed in the past section.  
This allows the system design to be discussed in a general 
way of user interaction and features.  In the future sections 
more details on how this system is usefully implemented in 

a robotics context is described.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he notation of a frame mapping 
can be represented.  The work presented here will use the 
notation closest to that found in [6], as well as additional 
clarification on some of the elements proposed. 

Overall the system (Figure 1) is designed to be as close to 
the homogeneous transform as possible, while still 
providing abstraction layers for the user to work efficiently.  
The interaction method is based on a set of utilities that 
describe rotations, translations, matrices, and axis 
definitions.  The utilities are arranged in left to right order 
and can be rearranged.  Since the rotations are decomposed 
into  and , there is no need to specify rotation order, 
as the order the rotations are placed is the order of operation.  
Translation is not order-specific when multiplied in series, 
but can be defined on individual axis by selective input.  
An advanced feature for knowledgeable users and those 
experimenting is the blank 4x4 matrix utility in which a full 
matrix, including non-affine ones can be entered, as well as 
disabled, easily. 

Figure 1: System Overview.  (a) The upper section in which 
utilities, operators and an axis definition, are dragable into the 
empty transformation boxes. (b) Display area for the currently 

active utility in which users enter values and view specific 
transformations. (c) Final transformation matrix value from 

the combination of active utilities. 

As seen in Figure 1, there are three main areas of interest.  
The workflow is top to bottom, in which users first drag and 
drop or add desired operations in section (a), enter and view 
values in various formats for the active utility in (b), and 
view the final transformation matrix in sec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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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xis addition utility in the top right of section (a) is to 
define when operations begin acting on a new frame.  This 
serves two purposes; first, the user can add an axis 
definition inbetween any operations in order to make a 
'copy' of the visible axis and continue the future operations 
on the newly defined one, and second, use the axis 
separator as a reference to previous frames so that a utility 
may be used to operate based on a previous axis.  This will 
be expanded on in the Frame Descriptions section. 

Once the utility is in the workspace, it can be selected, 
activated/deactivated, removed, or rearranged.  A blank top 
left corner of the utility represents a basic transformation in 
which the utility acts on the local/current axis.  When the 
utility is acting upon another frame, the frame is displayed 
in the corner.  The row of utilities are multiplied together 
with the final result in section (c).  If none or one of the 
utilities is selected, the final matrix display is the result of 
all enabled utilities.  Users can control+click on any 
multiple of utilities, in which the matrix result is that of the 
selected utilities (which are also enabled).     

Utility Properties 
In addition to the features of the utilities available in 
section(a), there are multiple ways a user may interact with 
the utility in section (b).  In the case of a rotation, the user 
may choose between entering degrees and radians.  If a 
value exists in the input field, it is automatically converted 
when the opposite method is chosen.  The single input field 
updates the values inside of the rotation matrix (Figure 2).   

Figure 2: (a) Options for entering values as either degrees or 
radians. (b) Option for viewing rotation matrix in either 

expression form, in which the sine and cosine are displayed 
with the radian value, or value mode to display the calculated 

matrix. 

To view the matrix in terms of an expression, where cosine 
and sine are present with the specified radians, the user can 
select the E button, whereas the V button will display the 
matrix values.  In the left corner is the change of base 
frame selection. 

The values used for the  rotation matrix with a 45 
degree user input is seen in Figure 3.  When a rotation 
matrix is activated, the translation column is deactivated.   

Figure 3: View of section(b) of Figure 1 for the rotation matrix 
of x. 

 rotation matrices are displayed in the same way, 
defined as: 

 

 
 

Translation values are input as a  column vector in 
which the rotation values are deactivated (Figure 4 (a)). 

Figure 4: (a) User input fields for translation, where the single 
input field and rotation part of the matrix is deactivated.  (b) 
Matrix input in which all fields are available for user input, 

with the single input field deactivated. 

Finally, the Matrix utility provides an open platform for 
users.  This can be used as either a testing method, in 
which users can try to create the transform matrix on their 
own and input the values to see the axis result, or it can be 
used for advanced users working with scale and skew 
matrices.  Additionally, it allows for complete control of 
the axis in the case that a transformation based on an 
unrelated axis is desired (Figure 4 (b)). 

Frame Description 
Explicitly defining the matrix form may seem unnecessary, 
but as graphics and robotics can use different conventions, 
these definitions will make the transformations explicit and 
clear.  The pre-superscript in a transform operat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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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as the base frame, with the pre-subscript  
defined as the current frame. 

 
Where a transformation between a Global frame {G} to a 
Body frame {B}, or in other words, the description of the 
Body frame relative to the Global frame, is described as: 

 
For simplicity, the following will assume the base frame is 
coincident with the global world, although it could be 
coincident with any axis in space.  There are four 
transform operators; three rotation matrices  
and one translation vector .  However, all transform 
operators are displayed as a 4x4 homogeneous transform 
matrix for clarity. 

A common way to manipulate frames is to pre or post 
multiply, depending on whether a world or local 
transformation is desired.  By changing the location to 
insert an operator, one must think of the operator as either 
acting on an axis, or mapping to a new frame.  Keeping 
with the left-right order (post-multiplication), an equivalent, 
albeit longer mathematical method, is to align the 
orientation of the current frame to the reference frame.  
Mathematically the operation on a frame to rotate or 
translate based on a different frame is done by taking the 
rotation part of the inverse transformation between the two 
frames where  is the current frame to be operated on,  
is the result, and is the reference frame, defined as: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is demonstrates well the 
way in which the rotation is taken out of the transformation, 
as well as clearly showing the values of the rotation or 
inverse rotation as seen in Figure 5. 

 
Figure 5: Top: A rotation matrix with the base changed from 

null to frame {0}.  The inverse rotation and rotation are 
added on the left and right, respectively.  When either is 

selected, the transformation matrix appears (bottom), 
highlight the values being used in the calculation. 

Each transformation is always visible within a hierarchy.  
As the user can define an axis at any point in the sequence, 
it is easy to create an axis specific for a specialized 
transform, allowing similar interaction to that of the widget 
history in [23]. 

Interaction 
Designing the interaction with section (a) of Figure 1 pose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one perspective, full 
freedom to implement and utilize all functionality of the 
dragging system, on the other, the theory behind 
concatenating and transforming frames must support this 
freedom.  Figure 6 shows the basic elements of rearranging 
and handling the utilities. 

Figure 6: Left: Either a drag or press of the "+" symbol adds 
the utility to the workspace. Middle: clicking the check box 

activates or deactivates the utility, adding or removing it from 
the total calculation. Right: Dragging the utility inbetween 

others inserts into the new location, whereas dragging outside 
the workspace deletes it. 

There are two exceptions that limit the interaction. Fist, the 
+{ } utility can only be moved within the space between the 
previous and next frame.  This is due to the ordered 
numbering, which would make an awkward user experience 
when dragging the utility outside its own scope and the 
frame numbers changing.  The second exception, again 
related to frame numbering, is for a utility with a change of 
base specified, the base must come before its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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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In this case, moving the utility to the right 
(forward in the chain of operations) is possible.  However, 
when the utility moves behind the frame in which it 
references, the change of base value is reset to null.  In this 
case, the values stored in the matrix are saved for the user, 
but the base change must be respecified. 

The capabilities of this widget validate the usefulness 
compared to the current standard of input fields.  When 
compared to an x,y,z input field for rotation and translation, 
this method offers the following advantages: 

• Intuitive understanding of rotation order by directly 
choosing rotations, compared to a drop down list of 
options which changes the order in which input fields are 
used 

• Mixture of transformations in any order, including repeats 

• Recorded history of transformations able to be 
individually removed 

• Both viewing and editing of the transformation matrix, 
vital to education and engineering 

• Switching between Euler and Fixed axis rotations by 
changing base frames 

EXAMPLE USAGE 
Usefulness of the system both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way in which a transformation matrix controls an axis in 
space as well as the simplicity of calculating the end 
effector position in a forward kinematics approach can be 
easily seen in an RRR manipulator (three rotational joints in 
series).   

The Denavit-Hartenberg (DH) parameter definition is 
created by li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sequent 
frames, from base to end effector (Table 1).  More 
explanation into the usage can be found in [12,6].   

i     

1 0 0 0  

2 0  0  

3 0  0  

Table 1:  DH Parameters for RRR Manipulator 

The DH parameters are useful for reducing the general 
matrix form.  However, the forward kinematics can be 
calculated without the reduction by directly multiplying the 
transformation matrices that describe each frame (link) of 
the chain.  As each operation is concatenated (post-
multiplied) the transformations are done in local space of 
each frame.  Hence, given any desired values for the DH 
parameters the same values will be equal to those used in 
the transform operators.  Given a base frame  as an 

identity matrix, the end effector can be defined as: 

 
 

where, 

  

  

  

  

  
Note that the final operation is done on the local (and 
current) frame , and the final matrix from that 
operation is the definition of frame .  Figure 7 shows 
this RRR configuration implemented in the proposed 
system. 

Figure 7: Frame definitions through the homogeneous 
transform utilities implemented in the UI system.  The final 
end effector orientation and position in relation to the base 

frame {0} is represented in the final homogeneous transform 
at the bottom, which is the forward kinematics solution in this 

configuration. 

From the system configuration in Figure 7, the base frame 
and three main frames are defined.  Figure 8 shows what 
this configuration looks like in space, with the user defined 
frames visible as solid colors, and intermediate steps such 
as translation before rotation are shown as a transparent 
frame.  If the user was to add the frame utility between 
each step, all frames would be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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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rame transformations for an RRR manipulator 
given the values specified in the text.  The frames with lower 
opacity are the intermediate steps between the translation and 
rotation.  By using the +{ } utility, users can toggle the view of 

all, none, or a combination of the frames in view 

DISCUSSION & FUTURE 
The use of matrix operations in 3D programs offers many 
additional benefits.  In the future a more engineering based 
method for object manipulation can be created using the 
building matrix system which includes possible dynamics 
calculations and joint constraints.  Additionally, a change 
of base transform operator can be implemented in order to 
perform a transform operation to move a pivot point of a 
frames' transformation, then back after the transformation 
(similar to how the change of base in rotation was presented 
earlier), which would allow the user to have an axis rotate 
around another axis.  Additionally, the list of matrices offer 
a way to easily implement timed animation of axis 
transformations so that one can see the motion throughout 
space, for example, during forward or inverse kinematics.   

With careful design in regards to maintaining an intuitive 
interface, the buttons can be overloaded to support right-
click submenus as a second layer of interaction, or 
additional buttons can be added to perform operations such 
as skew and scale.  This type of secondary layer is 
analogous to the conundrum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by [3] of which the full features and simple interface were 
not compatible, and should be avoided if possible.  The 
proper labeling of new buttons should not complicate the 
UI anymore, but instead extend its functionality.  The use 
of expressions can be implemented for both the matrix 
input and the overall frame definitions.  Extending this 
concept would allow for parametric relationships through 
the transformations.   

Before this, however, a user study on the interaction with 
this system is required.  While this paper proves the 
workflow allows for more control of transformations with 
minimal work than current systems, user studies are needed 

for cognitive load.  Although the authors believe engineers 
will have minimal cognitive load, other new to the system 
may be further confused with sub and context dependent 
menus. 

While the discussion around this system focused on 
robotics education, it could also be integrated in 
biomechanics and as such, character animation industry as a 
method for defining joint initial configurations.  A 
noticeable challenge, biomechanics uses anatomical frames 
to define the joint angle, often making it difficult to 
translate the information onto a robot or character rig, both 
of which are best given zeroed join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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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ing interviews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s for qualitative research in 

human-computer interaction(HCI) field. Tools 

for doing interviews have changed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Mobile phones 

have become the main of media recently.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mobile instant 

messaging(MIM) as an interviewing tool. 

Phones and instant messengers(IM) were 

compar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instant messengers. We found there was some 

spare time for facilitating interview while the 

other is typing. It was also found that 

expressing context information was effective 

using camera within smartphone. 

 

INTRODUCTION 

HCI researchers use interviews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the needs, practices, and 

attitudes of the users who might interact with 

computer systems. 

However,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ace-to-

face or phone interviews have the following 

limitations: they require high costs and time, 

lay heavy burdens on both interviewer and 

interviewee, and need a lot of time for 

organization of data [2].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can use other methods, such as 

using the phone or instant messaging to 

conduct interviews. 

Recently, as the use of smartphones has 

rapidly increased, online applications or those 

based on networks became more popular than 

ever. In particular, a lot of smartphone users 

started using mobile instant messaging. Unlike 

feature phones, smartphones contain various 

forms of media—texts, images, and sounds. 

This enables MIM to be utilized as a new 

interview method distinguished from other 

tools for interview. 

In this study, we will first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MIM interview method. Then, 

we will uncover what characteristics it has that 

differ from previous methods such as using the 

phone or IM. For this purpose, we studied nine 

people from a certain occupational group and 

divided them into three groups. After that, we 

carried out interviews using the phone, IM, 

and MIM then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for each. 

In this user study, we discovered a few 

characteristics of MIM as an interview method. 

Because MIM mainly uses text to deliver 

information, unlike oral delivery, there is some 

spare time while typing the text. Also, because 

the conversation is automatically saved, 

transcription process is unnecessary. Moreover, 

the interviewees could explain their work 

environment and context through the 

functions of smartphones such as cameras. 

Finally, the conversational styles were more 

alike to oral conversations, unlike in the case 

of IM. 

 

RELATED WORK  
Face-to-face interview has been a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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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a long time in the area of 

qualitative methodology[2]. Based on this 

method—such as phone and messenger 

interviews—have appeared. Previous 

researchers mainly compar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phone, IM, and e-mail 

interview methods. 

Jack Siemiatycki compared and analyzed the 

home, phone, and e-mail interview methods, 

considering that costs and data quality are 

important elements in life and health surveys 

[4]. This study’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peed of response is faster in 

phone interviews than e-mails; second, home 

interview is the last method for continuous 

non- respondents; and third, e-mail interview 

is the most appropriate for sensitive questions. 

Raymond Opdenakker stated that new types of 

communication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3]. He suggested new interview 

methods focusing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ypes such as e- mail and 

Microsoft Network(MSN) messenger. He 

analyzed four interview methods—face-to-face, 

phone, e-mail, MSN messenger—based on 

synchronous communication regarding time 

and place. 

Jill Dimond compared the phone, e-mail, and 

IM interview methods by analyzing word 

counts and qualitative codes [1]. This study 

showed that although phone interviews had 

more word counts than IM and e- mail 

interviews, the number of qualitative codes 

was generally the same. 

As we can see, various methods—from face-

to-face to messenger interviews—are used for 

user research. However, there hasn’t been 

sufficient study on user research using MIM, 

which is a popular smartphone application 

nowadays. Thus,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in this area. 

 

METHODOLOGY 

For comparative research on phone use, IM, 

and MIM, we conducted the same interview 

with participants working in the same 

occupational group. The researcher used the 

PC version of LINE which is messenger 

application except for the phone interviews. 

Participants were asked to use the PC version 

of LINE in the IM interview, and the mobile 

application of LINE for the MIM interview. 

Recruitment 

For this experiment, we recruited nine 

participants whose jobs are related to user 

experience(UX) design and development in the 

IT industry. They all have some experiences in 

using prototyping tools. We recruited four of 

them through personal connections, and 

recruited five of them by advertising in 

Facebook UX designer groups. Their average 

age was 28.7 (SD3.97), and their working 

experience ranged from 1 to 8. There were 

five males and four females.  

PNO. Group Job Age Gender Work 
Experienc

 P1 
Phone 

GUI Designer 22 M 1 
P2 GUI Designer 2 M 1 
P3 GUI Designer 2 F 1 
P4 

PC Messenger 
GUI Designer 2 M 1 

P5 GUI Designer 2 F 1 
P6 GUI Designer 2 M 1 
P7 

MIM 
GUI Designer 2 M 1 

P8 GUI Designer 2 M 1 
P9 GUI Designer 2 F 1 

                   Table 1. Participants  

 
User research 

We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 

and assigned each group with different 

interview methods: phone, IM, and MIM. The 

questions in the interview had four main 

topics: drawing the mental model of graphic 

designers, understanding the work process, the 

work environment, and finding ways to 

cooperate with other occupational groups. 

The interview’s guideline was semistructured, 

with 14 questions, including demographic 

question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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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cipant’s respective work environments, 

or around their work places. All of them were 

given gift certificates worth $20 after the 

interview. 

FINDINGS 

Spare time 

When another person is talking, one should 

listen. However, when one is typing, he/she 

can get some spare time. Also, while 

understanding spoken words require full and 

continuous attention, written words can be 

understood immediately. Thu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pare time between the 

phone interview and messenger interviews. 

During a phone interview, a listener does not 

have any spare time because he/sh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talker’s response and also 

continuously express that he/she is listening 

carefully.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IM and MIM 

interviews, there is some spare time while 

either the interviewee or interviewer is typing. 

During the interview with P7, the interviewer 

could surf the Internet during the spare time 

about things he did not understand. This 

facilitated the interview, because the 

interviewer did not have to ask the interviewee 

for further explanation. Also, the interviews 

with P4 and P8 were conducted the interview 

while they were working. Because of the spare 

time after transmitting the message, the 

interviews did not interrupt their work 

significantly. 

Skipping the transcription 

In the case of phone interviews, transcription 

is necessary after the interview. On the other 

hand, the conversation is automatically stored 

in case of the IM and MIM cases. 

When a phone interview is conducted, the 

recording should be transcribed, or an 

assistant interviewer should write the 

responses down. Transcription is a very 

burdensome work, requiring even more time 

than the interview itself. However, in the case 

of IM or MIM, the conversation is 

automatically saved, which facilitates the 

analysis. The interviewer could even organize 

the questions and the responses in 

spreadsheets, and write some insights down 

beside them. This enabled the interviewer to 

conduct the interview and the analysis 

simultaneously, saving much time. 

Multimedia 

Participants of the IM and MIM interviews used 

more various media than the phone 

interviewees. 

Participants of the phone interviews delivered 

information only through their voice. The 

interviewer could recognize their emotions or 

use of emphasis by their tones, volumes, and 

speed while talking. 

Participants of the IM interview used texts as 

the predominant delivery method but also used 

other media, such as screenshots or links. P5 

transmitted the screenshot of the document 

she was working on while P6 transmitted the 

link leading to her company’s website to 

explain about the company she is working in. 

Participants of the MIM interviews not only 

used texts as the main delivery method but 

also utilized some distinguishable media 

through the functions of smartphones. P9 

transmitted pictures taken around work 

environment to answer one of the questions 

(Figure 1). 

Segments of conversations 

Because all methods in this study were 

conducted remotely, an issue about the timing 

of talking appeared. In the case of phone use, 

because we could hear the voice, it was 

relatively easy to perceive if the other person 

was finished talking. 

However, in the case of IM and MIM, we could 

not know if the other was typing the next 

sentence. Thus, it wa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right timing to talk. This caused 

problems such as interrupting before on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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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ed talking or not realizing that the 

response was finished. 

To solve this problem, we asked P6, the last 

participant, to put ‘@’at the end of her 

sentences. 

 
Figure 2. Transmits the picture about her work 

during the interview (P9)  
 

Conversational style 

The participants of the phone and MIM 

interviews showed different conversational 

styles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of the IM 

interviews. 

The participants of the IM interviews often 

responded in long full sentences with complete 

structures. Their sentences were very 

organized. Interviewer didn’t have to do 

further organization of the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s. 

On the contrary, the participants of the phone 

and MIM interviews did not respond in 

complete sentences. Instead, they used short 

segments repetitively and often revised them 

to deliver their words. They focused on the 

communication itself.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using 

the phone, IM, and MIM and then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Phone interviews were 

advantageous because the involvement of the 

interviewees and the data density were high. 

Also, the interviewees could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more quickly and conveniently than 

in the other two methods. Lastly, the 

interviewer could easily grasp the timing to 

talk and pose ques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phone interviews, 

a transcription process was necessary for 

organizing the data, which required 

considerable time, even more than the 

interview itself. Also, because of the nature of 

voice, full attention was required during the 

interviews. This resulted in less spare time 

compared to the other two methods. 

IM and MIM interviews were advantageous 

because the interviewees could use various 

media and the process was less burdensome 

for them. Because the conversations were 

automatically saved, the interview and the 

analyse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which saved much time. 

There are a few differences between IM and 

MIM. IM could enable the interviewee to send 

pictures, videos, or links. But it was difficult to 

describe the current working environment. On 

the contrary, MIM could easily provide the 

context and environment of the interviewees 

through various smartphone functions, such as 

taking pictures, videos, or recording. In the 

case of typing, because a lot of people find 

typing in computers to be more convenient, 

the sentences in the IM interviews were 

relatively longer than in the MIM interviews. 

All of the interview methods in this study were 

long- distance interviews, which could be 

conducted instead of face-to-face interviews. 

Each method has its own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Thus, it would be 

important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study. 

LIMITATIONS  

For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s used in this 

study, the interviewer did not directly observe 

the participants during the interviews. Thus, 

we could not know the extent to which 

interviewees were involved in the interviews. 

Also, participants have differences in 

background knowledge, familiarity with the 

device, personality and so on. Moreover,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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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only nine participants, it would be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Also, because 

we provided rewards for the interviews, the 

possibility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different behavior patterns from their normal 

behaviors exits. Because we used LINE as the 

messenger application, we could not figure out 

if the other was typing or not.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by selecting another 

messenger application. 

FUTURE WORK 

In future studies, we will recruit more 

participants to elevate the credibility of the 

results. We will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such factors as response time, letter count, 

word count, and the number of continuous 

responses. This qualitative analysis will be 

supplemented by a quantitative analysis. 

Also, we will t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develop a tool for effective user 

investigation using MIM. To assist in 

conducting and analyzing an interview 

simultaneously, we will customize the 

messenger application that automatically 

copies the conversation to a spread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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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developed a system which generates a 2D 
caricature face of a user by understanding his facial attribute. 
In recent, there have been many approaches to make a user 
caricature face. They, however, analyzed a face with a 2D 
sparse facial feature alignment method and it caused lack of 
his facial attribute information.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automatically analyze the facial attribute of a user using a 
bilinear face model, enabling to make the caricature 
reflecting the user facial attribute. It also provides to change 
the facial expression of the caricature intuitively since it is 
parameterized by identity and expression parameters. When 
user gives his face image to the system, it reconstructs his 3D 
face model automatically without any user input. The result 
3D face model is expressed as identity parameter. We 
mapped the identity parameter to facial attribute parameter 
space, which makes the system notice what kind of notable 
facial attributes the user face has. As emphasizing or 
reducing the expression power of remark facial attributes, the 
system makes the 3D face model reflect the facial attribute 
of the user dramatically. It also enables the user to change 
the facial expression of his caricature as changing the 
expression parameter values. As the 3D model of the user 
caricature is projected to the 2D space with a cartoon-like 
texture effect, user can get his own traditional caricature 
drawing.  

 
Author Keywords 
Machine Learning; Media; Animation; Graphics; Computer 
Vision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1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s – 
Animations; J.5 [Computer Applications]: ARTS AND 
HUMANITIES -Arts, fine and performing 

INTRODUCTION 
As face alignment or facial feature detection technology 
progressed, automatic caricature drawing system also has 
been researched. Although face analysis technology has been 

matured and caricature face generating or drawing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it is an un-solved problem since it is 
an artistic work. There are many caricature drawing styles 
for caricature artists, therefore there are no solely solution to 
draw caricature face for a computer. However, it should 
reflect the specific people’s facial attribute.  

Previously, many works show base steps to make caricature 
face. First, a system detects a face region in a face picture[9]. 
In second, it analyzes a face-shape using face alignment 
technology. Many previous work solved the problem using 
sparse 2D facial feature detection algorithm, such as ASM 
and AAM. After it analyzed the face shape, it reconstructs a 
3D face model using some technique[1]. When the system 
knows the shape of the face, it modulates the shape to express 
aesthetic expression. Some works distort the shape 
anthropometrically[2]. There is also work which changes the 
shape following the aethetic formulae [3], which is based on 
an artist’s thought flow to draw caricature. In this paper, we 
tried to reflect our caricature model to have user’s facial 
attribute using facial attribute analysis technique. Generally, 
caricature artists draw a caricature as emphasizing a facial 
attribute and expression of a subject. We endeavor to express 
this facial characteristics by parameterizing to numerical 
values. We used a bilinear face model, which expresses face 
characteristic via identity and expression parameters. As the 
identity parameter space transformed to the facial attribute 
parameter space, it can also describe and analyze a facial 
attribute characteristics. We reconstruct the user specific 3D 
face model from a 2D image. As emphasizing or reducing 
the expression power of notable facial attributes or facial 
expressions of the 3D face model, we generate user specific 
caricature image. Our main contributions are: 

● A 2D caricature face drawing system which reflects user’s 
facial attribute via facial attribute parameter. 

● A 2D caricature face drawing system where user can 
modify facial expressions or facial attributes easily as 
changing the paramet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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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K 
To analyze a face in a 2D image, previous work can be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sparse 2D facial landmark 
detection or 2D face alignment; and 3D face reconstruction. 
Based on these approaches to analyze the face, many 
previous works to generate caricature face have been studied. 
[2] detected the sparse 2D facial landmark position in a 2D 
face image, and analyzed their relative positions. Using those 
information, they decided what kind of facial characteristic 
the user face have such as narrow face, round face, triangle 
eye, or short nose characteristics. They tried to bring those 
facial characteristics to the 3D face model following an 
aesthetic formulae which is based on an artist’s thought flow 
to draw caricature. [4] tried to reconstruct a 3D face model 
from 2D image via sparse facial landmark detection. After 
they reconstructed the 3D face model, they exaggerated 
facial expressions of the model. [3] tried to measure facial 
characteristics of a target 3D face model compared with 
those of a reference model. They exaggerated a certain 
striking characteristics by deformations. Many previous 
works considered the relative facial characteristics of a target 
face itself or compared to the reference face model. However, 
they didn’t tried to measure user’s facial attributes 
numerically via parameterization. In this work, we tried to 
express user’s facial attributes in numerically in a facial 
attribute parameter space. It leads to exaggerate noticed 
facial attributes statistically. 

BILINEAR FACE MODEL AND FACIAL ATTRIBUTE 
A human face is composed of two orthogonal characteristics: 
Identity and Expression. Therefore, a 3D face model can be 
parameterized by identity and expression parameters and it 
is called a bilinear face model. Therefore, any face can be 
explained by a bilinear face model via tensor representation, 

𝑉𝑉 =  𝐶𝐶𝑟𝑟 × w𝑖𝑖𝑖𝑖
𝑇𝑇

2
 × w𝑒𝑒𝑒𝑒𝑒𝑒

𝑇𝑇
3
                         (1) 

where wid and wexp are an identity and expression parameter, 
respectively. We used FacewareHouse as a 3D face model 
database[5] for a bilinear face model.  
Identity and expression parameters are computed from high-
order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HOSVD) to 3D face 
model database. It gives the identity and facial expression 
parameters in an order that affect to major effect to the 3D 
face model. Therefore, the identity parameters do not contain 
desired facial attribute but statistical semantic facial identity 
information. It could not leads to control the desired facial 
attribute. Therefore, we need to transform the identity 
parameter to desired facial attribute parameter space. For 
face caricature application, we set desired facial attribute as 
face head height, face head width, eye size, between eye 
length, nose height, nose width an mouse size. Therefore we 
select 7 facial attributes. We tried to relate the desired facial 
attribute to identity parameter. Selecting the two 
representative vertexes, expressing desired facial attribute on 
the 3D face model whose identity parameter is known, and 

calculating the distance between them, we construct a 
mapping matrix from identity parameters to the desired facial 
attribute parameter. Equation (2) shows its relationship[5], 

MFacialAttributeTransform=W𝑖𝑖𝑖𝑖F+                   (2) 

Where Wid is a l size of stacked identity parameter vector of 
each face model, w𝑖𝑖𝑖𝑖, which is 𝑘𝑘 × 1 dimension. And F is 
(7 + 1) × l dimension, where 7 is the size of desired facial 
attribute. Therefore MFacialAttributeTransform gives the mapping 
from desired facial attribute to identity parameter, enabling 
the system change the identity characteristic of 3D face 
model using facial attribute parameter (Figure 2). With 
similar approach, we can transform Equation (1) to blend 
shape model expression, which shows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 characteristics. When an identity parameter, 
wid, is known, (1) is compressed to a blend shape model 
equation, 

𝑉𝑉 =  𝐵𝐵0 + ∑ 𝛽𝛽𝑖𝑖(𝐵𝐵𝑖𝑖 − 𝐵𝐵0)𝑁𝑁
𝑖𝑖=1                    (3) 

It means we can express facial expressions of the face model 
by blend shape vector. Every facial expression can be 
determined by blend shape vector weight, 𝛽𝛽.  

Figure 1: Bilinear Face Model in FacewareHouse database[1]. 
It represents the human face with Identity parameter(x-

direction) and Expression parameter(y-direction). Combining 
the parameters, any face can b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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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ACE RECONSTRUCTION 

Using a bilinear face model, 3D face model of the face in a 
2D image is reconstructed. For this purpose, we need to 
know corresponding information between the 3D face model 
and the face on the 2D image. When we know the 
corresponding information, a person-specific 3D face model 
is obtained from from Equation (4), 

𝒆𝒆𝒆𝒆𝒆𝒆 = � �𝑿𝑿𝒊𝒊𝟑𝟑𝟑𝟑 − 𝑿𝑿𝒊𝒊𝟐𝟐𝟑𝟑�
𝟐𝟐𝒏𝒏

𝒊𝒊=𝟎𝟎
 

= � �𝝋𝝋�𝒔𝒔𝒔𝒔𝒔𝒔�𝑪𝑪𝒆𝒆 × 𝟐𝟐w𝒊𝒊𝟑𝟑
𝑻𝑻 × 𝟑𝟑w𝒆𝒆𝒆𝒆𝒆𝒆

𝑻𝑻 � + 𝑻𝑻� − 𝝋𝝋�𝑿𝑿𝒊𝒊𝟐𝟐𝟑𝟑��
𝟐𝟐

 
𝒏𝒏

𝒊𝒊=𝟎𝟎
 

where 𝑿𝑿𝒊𝒊𝟑𝟑𝟑𝟑  : 2D information projected from 3D Vertex 
Landmark, 𝑿𝑿𝒊𝒊𝟐𝟐𝟑𝟑 : the corresponding 2D information on the 

image 𝒔𝒔 : scale, 𝒔𝒔 : rotation, 𝑻𝑻 : translation, 𝒔𝒔  : projection 
matrix, and 𝝋𝝋 : convolutional deep network feature[7]. We 
tried to reconstruct the 3D face model from a 2D image using 
cascade regressor method based on convolutional network 
feature. The 3D face model enables to analyze the face on 
the 2D image with fruitful information. In next section we 
explain how caricature face is generated from a 3D face 
model. 

CARRICATURE MAKING PROCESS 

In this section, we described our basic steps to make 
caricature. First, a user feed a face image that he want to 
make caricature image to our system. Second, the system 
detects a face on the image using a haar feature-based 
cascade face detector[9]. Third, it reconstructs the detected 
face to a 3D face model. Forth, we make a texture of the 3D 
face model have cartoon effects to exaggerate the caricature 
characteristics[6]. Fifth, it analyzes the facial attribute 
parameter as well as what are the remarkable facial attributes 
among facial attributes parameter. Sixth, it exaggerates or 
reduces the expression power of the facial attributes. Seventh, 
it analyzes the base skin color and maps the texture to the 3D 
model with cartoon effects. Finally, it projects the 3D model 
to a 2D image as varying the facial expression parameter to 
express the funny facial expression. Figure 4 shows the 
whole process. After we generated the caricature face, it can 

Figure 2: 3D Face Model as varying the Facial Attribute 
Parameter. We trained the 7 facial attributes: face head height, 
face head width, eye size, between eyes length, nose height, nose 

width, and mouth size. 

Figure 3: 3D Face Model synthesis image as varying the Facial 
Attribute Parameter.  

(4) 

Figure 4: Carricature face drawing process. (a) : an input image, (b) a 3D face reconstruction result from the input image, (c) a 
texture cartoonizing result on the 3D model, (d) we exaggerate the remark facial attribute. In this example, it increases the 
face width, nose height, and mouse size facial attribute, and (e) : the result is projected to 2D image as varying the faci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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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ojected to various 2D template image which contains 
simple comic body information. User can also change the 
facial attribute as well as facial expression of his caricature 
interactively as changing those parameters. 

USER STUDY 
We interviewed 10 people including designer, computer 
vision researcher, HCI researcher, and undergraduate 
students. We make them to use the system and showed some 
examples. They were responded to this question: ‘How well 
does the caricature reflect the facial attribute of the pictures?’, 
in the five-point Likert scale (not at all-1, no-2, neutral-3, 
well-4, perfectly-5). 1 responds ‘perfectly’, 6 respond ‘well’, 
and 3 respond ‘neutral’. Their average respond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neutral’ (p = 0.002), which implies 
the system reflects the facial attribute of the face. They also 
liked the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that they can change 
and design the caricature by changing some parameters 
themselves. They, however, pointed out that the restricted 
style of painting. While a real artist has their own style of 
painting as well as can change the style of painting, this 
system just provides only three style of painting: water color, 
pencil sketch and simple edge drawing. P1 who is designer 
pointed out that  

P1: “I didn’t find the various style of painting in this work. I 
could feel that this work is generated from computer not human 
although it showed the caricature characteristic of the target 
face well.”  
 

P2 also pointed out that 

P2: “Although it shows the attribute of the target face, some part 
of the skin color (texture) looks unclean although original one is 
clean. It looks like the limitation of the computer generated 
caricature.” 
 

P4 pointed out the number of facial attribute parameters to 
control the facial attribute of the caricature, 

P4: “Although it is a nice concept to allow the user to create his 
own caricature as controlling the facial attribute parameters 
himself, which was also recommended by the system, there are 
too many parameters in current system, and it makes me how to 
create my own caricature. More simple command is required. ” 
 

P9 also pointed out that 

P9: “The caricatures needs more exaggerated effect. Although 
they showed facial attribute of the original face, the remarkable 
facial attributes were not exaggerated enough or not selected 
properly. They were closed to character rather than caricature.” 
 

The difference between a cartoon character and caricature is 
that a cartoon character is a simplified version of drawing 
which reflects an attributes of an object, while caricature is 
an illustration of an object drawn in an exaggerated style. 
Although they intend different drawing style, they are very 
similar and interchangeable in some cases. Therefore, for 
better caricature results for not to show like cartoon character, 
we need to select more meaningful facial attributes of the 
face, and exaggerate them properly.  

They also found that the absence of the eye and hair on the 
eye and hair shape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to 
recognize the face. However, many researches have not been 
conducted how to capture the feeling of the human eye and 
make it in artistic expression. Although we tried to give the 
cartoon-cloth by drawing on the background and rendering 
the result caricature on the cloth image, giving the eye-
caricature to the face-caricature result is hard problem since 
we need to analyze it together with the face.  

 

Figure 5: Example caricature results on various face images. Left : Original image. Middle and Right : Caricature images 
generate from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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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LIMITATION 
As participants in user study pointed out, current system 
contains some various limitations compared to a real artist. 
Although caricature work is concentrated on a face part, the 
real caricature considered eyes, cloth and hair style as well 
as face. The current system, however, just considered target 
face on the input image. For better result, the system should 
also analyze the cloth and hair as well as face and make an 
artist version of them. More styles of painting are also 
required for better caricature effects. If there is a function 
which user can modify the texture as well as facial attribute, 
it can also give the user more options to generate better 
results.  

 

CONCLUSION AND FUTURE WORK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generate a caricature from a user 
input 2D image using a facial attribute analysis technique. 
Generally, caricature artists draw a caricature as emphasizing 
facial attributes and expressions of a subject. We tried to 
make the system to follow the caricature artist’s drawing 
characteristics. We endeavors to express these facial 
characteristics by parameterizing to numerical value via 
bilinear face model and analyzed the remark facial 
characteristics. We reconstruct a user specific 3D face model 
from a 2D image. As emphasizing or reducing the expression 
power of the remarkable facial characteristics of the 3D face 
model as well as giving the cartoon effects, we generate user 
specific caricature image. We conducted interview with 
participants who experience the system and its drawing result, 
and they responded that it gives the reasonable caricature, 
reflecting the faci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They, 
however, also pointed out the absence of some caricature 
characteristics including cloth, eye and hair caricature 
drawing.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conduct a 
research about the hair, eye and cloth style recognition 
system as well as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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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 new Detection-Tracking (DT) framework 
whereby one can detect a pedestrian, or multiple ones, with-
in a video image and then track them concurrently in a flex-
ible manner. For the detection, a faster R-CNN will be used 
since it has a state-of-the-art detection accuracy as well as 
speed. For the tracking, we have developed a fast and relia-
ble tracker, which mainly consists of Kernelized Correla-
tion Filter (KCF) and Kalman filter and shows enhancing 
performance in the occlusion and human-crossing situations. 
After the faster R-CNN detects objects’ regions and scores 
for that objects, our tracker estimates object’s position 
based on kernel method and Kalman filter. We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framework can detect and track multiple 
moving pedestrians concurrently for the walking crowd 
scene. 

Author Keywords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Kalman filt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CNN; Surveillance; Pedestrian 

ACM Classification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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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rack a moving object in a given video, it requires two 
important visual processes: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For the first case, the most popular method has been Haar-
feature based AdaBoost algorithm [19], which has been 
very effective in detecting the face among other objects. On 
the other hand, HOG-feature [4] has been often used in 
detecting pedestrians in the street scene. Since the recent 
success of deep learning network such as ImageNet [15] in 
recognizing many different (>1,000) objects with an im-
pressively high rate, peoples somehow ask to have a system 
that detects many different objects within the images accu-
mulated by portal sites. Among several initiatives, the Fast 
Region-based Convolutional Network (Fast R-CNN) [7] 
seems like a promising object detection system in terms of 
both accuracy and speed. 

For the second case, human tracking has played an im-
portant role in the automatic surveillance system [21]. Cur-
rently, surveillance [1, 2, 6] is contributing vital roles not 
only in the academic research area but also in the market. 

Visual tracking is the process of estimating the trajectory of 
an object in the image plane as it moves around in the scene. 
According to [21], tracking objects can be complex due to 
its accuracy and speed as well as how it deals with occlu-
sion and human-crossing cases. Numerous approaches for 
object tracking have been proposed. Among them, Kernel-
ized Correlation Filter [11] has been a state-of-the-art track-
er partly because of its high speed and relatively simple 
implementation.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it is the 
third performing tracker among many in term of accuracy 
[14]. Yet, its performance in dealing occlusion requires 
some improvement for the robust tracker. We present a new 
tracking method whereby the reliability is greatly enhanced 
while the speed is also maintained, by combining a Kalman 
filter with the KCF. In particular, it is able to deal very well 
with occlusion and human-crossing tasks, which are critical 
requirements for the high-end surveillance case. 

In general, 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detect and track 
the moving objects is essential. Some previous works pro-
pose a framework to accomplish such task [1, 2, 9, 22].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framework whereby the detec-
tion is greatly enhanced by Fast R-CNN while the tracking 
is elevated by our tracker that combines the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and Kalman filter.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2 
and 3, we review the Selective Search for object localiza-
tion and Fast R-CNN, respectively. In section 4, we de-
scribe our tracker in detail. In section 5, we present our 
framework that can detect and track the multiple pedestri-
ans concurrently in a given video. In Section 6, we show 
experimental results. Finally, Section 7 summarizes this 
paper. 

 

SELECTIVE SEARCH FOR OBJECT LOCALISATION 
A selective search algorithm captures all scale, has a di-
verse set of strategies, and computes reasonably fast. A 
hierarchical grouping algorithm is the basic form of this 
method. First, the initial regions are created by [5]. Then a 
greedy algorithm groups iteratively the regions together. In 
[18], the authors calculate the similarities between all 
neighboring regions. The two most similar regions are 
grouped together, and the similarities of the result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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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d its neighbors are computed. This process is repeated 
until the whole image becomes a single region. The general 
method is described in [18], including its source code. 

Selective search utilizes a variety of color spaces with dif-
ferent invariance: RGB, grey-scale image, Lab, rg channels 
of normalized RGB plus intensity denoted as rgI, and the 
Hue channel H from HSV.  To use in merging, [18] has 
defined four complementary, fast-to-compute similarity 
measures: 

scolor(ri,rj) measures color similarity as follow: 

                    𝑠𝑠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 min (𝑐𝑐𝑖𝑖𝑘𝑘, 𝑐𝑐𝑗𝑗𝑘𝑘)𝑛𝑛
𝑘𝑘=1                  (1) 

Where a color histogram 𝐶𝐶𝑖𝑖 = {𝑐𝑐𝑖𝑖1, … , 𝑐𝑐𝑖𝑖𝑛𝑛} for each region ri 
with dimensionality n= 25 for each color channel. 

stexture(ri,rj) measures texture similarity by: 

                  𝑠𝑠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𝑐𝑐𝑡𝑡�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 min (𝑡𝑡𝑖𝑖𝑘𝑘, 𝑡𝑡𝑗𝑗𝑘𝑘)𝑛𝑛
𝑘𝑘=1                 (2) 

Where SIFT is the texture and 𝑇𝑇𝑖𝑖 = {𝑡𝑡𝑖𝑖1, … , 𝑡𝑡𝑖𝑖𝑛𝑛} is a texture 
histogram for each region ri with dimensionality n=10 for 
each color channel [18]. 

ssize(ri,rj) encourages small regions to merge early as follow: 

                   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1 −  
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𝑐𝑐𝑖𝑖)+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𝑐𝑐𝑗𝑗)

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𝑖𝑖𝑖𝑖)
                   (3)  

Where size(im) is the size of the image in the pixels. 

sfill(ri,rj) measures how well region ri and rj fit into each 
other. 

          𝑠𝑠𝑓𝑓𝑖𝑖𝑐𝑐𝑐𝑐�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1 −  
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𝐵𝐵𝐵𝐵𝑖𝑖𝑗𝑗�− 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𝑐𝑐𝑖𝑖)+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𝑐𝑐𝑗𝑗)

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𝑖𝑖𝑖𝑖)
            (4) 

Where BBij is the tight bounding box around ri and rj. 

The final similarity combines four measurements: 

𝑠𝑠�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𝑠𝑠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𝑠𝑠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𝑐𝑐𝑡𝑡�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𝑠𝑠𝑠𝑠𝑖𝑖𝑠𝑠𝑡𝑡�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  𝑠𝑠𝑓𝑓𝑖𝑖𝑐𝑐𝑐𝑐�𝑟𝑟𝑖𝑖 , 𝑟𝑟𝑗𝑗� 

In addition, the method of [5] is the fastest in varying the 
complementary starting regions. The threshold parameter k 
in [5] is varied to get the corrected object regions. 

 

FAST REGION-BASED CONVOLUTIONAL NETWORK 
Fast region-based convolutional network (Fast R-CNN) 
fixes the drawbacks of R-CNN and Spatial pyramid pooling 
networks (SPPnet [10]) whereby their speed and accuracy 
are improving [7]. Fast R-CNN is implemented in Python 
as well as C++ (Caffe [12]) and is available under the open-
source MIT License1.  

1https://github.com/rbgirshick/fast-rcnn  

 
Fig. 1. Fast R-CNN architecture.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processes input image and multiple regions of 

interest (RoIs). Feature map pools each RoI and maps to 
fully connected layers (FCs). The network has two out-

puts: classification and bounding-box regression. 

Fig.1 shows the Fast R-CNN framework. An entire image 
and a set of object proposal are the inputs to the network. 
To create a feature map, several convolutional and max 
pooling layers process the whole image. Then, based on 
each object proposal, a region of interest (RoI) pooling 
layer extracts a fixed length feature. A sequence of fully 
connected (fc) layers process each feature vector to branch 
into two output layers: one that classifies the object based 
on softmax probability and another layer that outputs four 
real valued numbers for each object.  

The RoI pooling layer 
The RoI pooling layers utilizes max pooling to transfer the 
features inside any valid region of interest into a small fea-
ture map so that they are the forms of translation invariance. 
RoI is a rectangle window into a conv feature map. 

Initializing from pre-trained networks 
Fast R-CNN utilizes three pre-trained ImageNet [15] net-
works. First, a RoI pooling layer replaces the last max-
pooling layer. Secondly, the two sibling layers, which con-
duct two outputs, replace the previous network’s last fully 
connected layer and softmax. Thirdly, the network is 
changed to process two data inputs: a list of image and list 
of RoIs correspondingly. 

Multi-task loss 
A Fast R-CNN network has two output layers. A multi-task 
loss L on each labeled RoI is defined as follow 

     𝐿𝐿(𝑝𝑝,𝑢𝑢, 𝑡𝑡𝑡𝑡, 𝑣𝑣) =  𝐿𝐿𝑐𝑐𝑐𝑐𝑠𝑠(𝑝𝑝,𝑢𝑢) + [𝑢𝑢 ≥ 1]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𝑡𝑡𝑡𝑡, 𝑣𝑣)     (6) 

Where p = (p0, …, pK), over K+1 categories is the probabil-
ity distribution (per RoI). 𝑡𝑡𝑘𝑘 = (𝑡𝑡𝑡𝑡𝑘𝑘 , 𝑡𝑡𝑦𝑦𝑘𝑘 , 𝑡𝑡𝑤𝑤𝑘𝑘 , 𝑡𝑡ℎ𝑘𝑘)  is the 
bounding-box regression offset for each of the K objects 
classes [8]. Each RoI is labeled with a ground-truth class u 
and a ground-truth bounding-box regression target v. In (6), 
𝐿𝐿𝑐𝑐𝑐𝑐𝑠𝑠(𝑝𝑝,𝑢𝑢) =  −𝑙𝑙𝑙𝑙𝑙𝑙𝑝𝑝𝑡𝑡 is log loss for true class u. 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  is the 
loss of true bounding-box regression targets and predicted 
tuple for class u. The Iversion bracket indicator function 
[𝑢𝑢 ≥ 1] evaluates to 1 when 𝑢𝑢 ≥ 1 and o otherwise. For 
instance, the loss of bounding-box regression is 

          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𝑡𝑡𝑡𝑡, 𝑣𝑣) =  ∑ 𝑠𝑠𝑠𝑠𝑙𝑙𝑙𝑙𝑡𝑡ℎ𝐿𝐿1(𝑡𝑡𝑖𝑖𝑡𝑡 −  𝑣𝑣𝑖𝑖)𝑖𝑖 ∈{𝑡𝑡,𝑦𝑦,𝑤𝑤,ℎ}        (7)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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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𝑠𝑠𝑠𝑠𝑙𝑙𝑙𝑙𝑡𝑡ℎ𝐿𝐿1(𝑥𝑥) =  �0.5 𝑥𝑥2        𝑖𝑖𝑖𝑖 |𝑥𝑥| < 1
|𝑥𝑥| − 0.5  𝑙𝑙𝑡𝑡ℎ𝑒𝑒𝑟𝑟𝑒𝑒𝑖𝑖𝑠𝑠𝑒𝑒

                 (8) 

Fast R-CNN detection 
The network processes as input an image and a list of R 
object proposals to score. For each test RoI r, a class poste-
rior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a set of predicted bounding-
box are conducted. The confidence level to r for each class 
uses the estimated probability Pr(𝑐𝑐𝑙𝑙𝑐𝑐𝑠𝑠𝑠𝑠 = 𝑘𝑘|𝑟𝑟) =  𝑝𝑝𝑘𝑘 . 
Based on R-CNN, Fast R-CNN performs non-maximum 
suppression independently for each class.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WITH KALMAN 
FILTER: KK TRACKER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KCF trains a linear classifier using both a base sample, i.e. 
a positive example, and several virtual samples, which 
serve as the negative examples, obtained by translating it. 
Here, a cyclic shift operator is utilized in modeling this 
translation. Because of the cyclic property [11], the signal x 
becomes identical after nth shifts, and the full set of shifted 
signals is  

                           {𝑃𝑃𝑡𝑡𝑥𝑥 | 𝑢𝑢 = 0, … ,𝑛𝑛 − 1}                          (9) 

with P is the permutation matrix [11] and n is the number of 
translation step. 

Fast Kernel Regression 
The kernel matrix K(n x n) stores the dot-products between 
all pairs of samples  

                   𝐾𝐾𝑖𝑖𝑗𝑗 =  𝜅𝜅�𝑥𝑥𝑖𝑖 , 𝑥𝑥𝑗𝑗� =  𝜑𝜑𝑇𝑇(𝑥𝑥𝑖𝑖)𝜑𝜑(𝑥𝑥𝑗𝑗)                  (10) 

with high-dimensional space 𝜑𝜑(. ). 

The following kernels satisfy the condition to claim that K 
is circulant [11]: 

− Radial Basic Function kernels -e.g., Gaussian. 
− Dot-product kernels -e.g., linear, polynomial. 
− Additive kernels -e.g., intersection, 𝜒𝜒2  and 

Hellinger kernels. 
− Exponentiated additive kernels. 

Therefore, the kernelized version of Ridge Regression is 
possible to diagonalize 

                                   𝛼𝛼�∗ =  𝑦𝑦�∗

𝑘𝑘� 𝑥𝑥𝑥𝑥+ 𝜆𝜆 
                                  (11) 

 where 𝐾𝐾 = 𝐶𝐶(𝑘𝑘𝑡𝑡𝑡𝑡) is kernel matrix. 

Learning phase utilizes Eq. (11) to update the model for 
next frame. 

Fast Detection 
Several candidate patches, z, that can be modeled by cyclic 
shifts are evaluated by the regression function f(z). To com-
pute efficiently, detection phase diagonalizes regression 
function 

                                𝑖𝑖(𝑧𝑧) =  𝑘𝑘�𝑡𝑡𝑠𝑠  ⊙  𝛼𝛼�                            (12) 

where 𝑘𝑘𝑡𝑡𝑠𝑠 is a kernel correlation of x and z. 

During detecting phase, Eq. (12) predicts where is the cen-
ter of target within the given frame with a learned coeffi-
cient α. 

Kalman Filter 
By assuming the system noise has Gaussian distribution, 
Kalman filter utilizes the linear dynamical systems to re-
solve the linear optimal filtering problem. More specifically, 
𝑥𝑥𝑛𝑛 is a discrete time system with state at time n. In the next 
time step n + 1, the state is 

                        𝑥𝑥𝑛𝑛+1 =  𝐹𝐹𝑛𝑛+1,𝑛𝑛𝑥𝑥𝑛𝑛 + 𝑒𝑒𝑛𝑛+1                       (13) 

where 𝐹𝐹𝑛𝑛+1,𝑛𝑛 is the transition matrix from state xn to xn+1, 
and wn+1 is white Gaussian noise with zero mean and co-
variance matrix Qn+1. 

While the measurement vector zn+1 is given by 

                     𝑧𝑧𝑛𝑛+1 = 𝐻𝐻𝑛𝑛+1𝑥𝑥𝑛𝑛+1 + 𝑣𝑣𝑛𝑛+1                          (14) 

where Hn+1 is the measurement matrix and vn+1 is white 
Gaussian noise with zero mean and covariance matrix Rn+1, 
that is independent of noise wn+1. The system gets meas-
urement value for each step then estimates the correct state 
based on the minimum mean-square error of (14). The solu-
tion is a recursive procedure [3, 13, 16]. 

Our tracker: KK Tracker 
We have recently developed a new tracker that improves 
the KCF tracker by correcting target's position with Kalman 
filter. It is known that KCF often makes failed prediction 
for the case of occlusion and human crossing simply be-
cause the object is disappear. Moreover, performance of the 
KCF tracker is often deteriorated for rotation, illumination 
variation, motion blur and etc. We thought that Kalman 
filter can improve these limitations. In fact, after the KCF 
estimates target's position based on the prediction by Kal-
man filter and the estimated value is given to the updating 
step of Kalman filter. During the KCF learning phase, our 
tracker uses the correct state to update the kernel model. 

First, the fast detection would acquire the peak value fmax(k) 
at (x(k), y(k)) according to formula (12) in the current frame. 
Then, Kalman filter uses this position to adjust the system 
state to correct the position. After several frames of pro-
gress, when Kalman filter is stable, it can correct the posi-
tion of the target in the current frame. Then, during the 
KCF's learning phase, it is able to extract the target's feature 
successfully for the forthcoming frames. 

Secondly, in order to resolve the occlusion as well as hu-
man crossing cases, we propose a novel approach. When 
the peak value is less than threshold T, it is assumed that 
this is the occlusion case. In other words, KCF would pre-
dict the incorrect position in that frame, and we could not 
use it as a measurement value of Kalman filter. During such 
case, our tracker will use the target's position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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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step by Kalman filter, and only this step will run. 
Fig. 2 and algorithm 1 describe it in detail. 

 
Fig. 2. Flowchart of our tracker, which basically com-

bines KCF and Kalman filter for our purpose 

 

Algorithm 1. KK Tracker 

1. Initialization 

    pos ←  target’s center (first frame) 

    𝑥𝑥�0 = 𝑝𝑝𝑙𝑙𝑠𝑠 

    𝑃𝑃0 = 𝐸𝐸[(𝑥𝑥0 − 𝐸𝐸[𝑥𝑥0])(𝑥𝑥0 − 𝐸𝐸[𝑥𝑥0])𝑇𝑇] 

2. Kalman prediction 

     𝑝𝑝𝑙𝑙𝑠𝑠 =  𝑥𝑥�𝑛𝑛− 

3. KCF detection 

     zf  ←  HOG target’s feature (center at pos) 

     𝑖𝑖𝑝𝑝𝑡𝑡𝑝𝑝𝑘𝑘 , 𝑝𝑝𝑙𝑙𝑠𝑠′ ← max (𝑘𝑘�𝑡𝑡𝑠𝑠  ⊙  𝛼𝛼� 

     If 𝑖𝑖𝑝𝑝𝑡𝑡𝑝𝑝𝑘𝑘 < 𝑇𝑇 then 

             Goto step 5 

     Else 

             𝑧𝑧𝑛𝑛 = 𝑝𝑝𝑙𝑙𝑠𝑠′ 

             Goto step 4 

     End if 

4. Kalman estimation 

     𝑝𝑝𝑙𝑙𝑠𝑠 =  𝑥𝑥�𝑛𝑛 

5. KCF learning 

     𝑥𝑥𝑖𝑖 ← 𝐻𝐻𝐻𝐻𝐻𝐻 𝑡𝑡𝑐𝑐𝑟𝑟𝑙𝑙𝑒𝑒𝑡𝑡′𝑠𝑠𝑖𝑖𝑒𝑒𝑐𝑐𝑡𝑡𝑢𝑢𝑟𝑟𝑒𝑒 (𝑐𝑐𝑒𝑒𝑛𝑛𝑡𝑡𝑒𝑒𝑟𝑟 𝑐𝑐𝑡𝑡 𝑝𝑝𝑙𝑙𝑠𝑠) 

     𝛼𝛼�∗ =  𝑦𝑦�∗

𝑘𝑘� 𝑥𝑥𝑥𝑥+ 𝜆𝜆 
     

Goto step 2 for new frame. 

 

THE PROPOSED FRAMEWORK 
 

 
Fig. 3. Flowchart of our framework, which basically 

combines detection and tracking in a complete manner 

We propose a completed framework by combining Fast R-
CNN for detecting multiple objects and KK tracker for 
tracking them concurrently. First, the Selective Search part 
localizes objects’ location in the frame. With diversity of 
strategies, we get lots of bounding boxes after this step. 
Secondly, a Fast R-CNN takes a frame as input and list of 
bounding boxes, i.e., object proposals. After the Fast R-
CNN process, we have the targets’ region, which will be the 
inputs for the tracking phase. Since each region needs one 
tracker, we implement a tracking system with multiple KK 
trackers. Each KK tracker will predict the target’s region in 
the next frame. With new frame, which is not the first frame, 
the Fast R-CNN continues detecting objects’ region that can 
be the object, which already has been tracking in the previ-
ous frame. To resolve such case, we propose a novel ap-
proach. When the new detected region overlaps less than 
the threshold, it is assumed that a KK Tracker has tracked 
this and the system will not create new tracker. The process 
will continue as shown in Fig. 3. 

 

EXPERIMENTS 

Implementation Details 
The present framework is implemented using Matlab li-
brary. The pipeline for the system is illustrated in Fig.3. For 
Fast R-CNN, we utilize the very deep VGG16 model from 
[17]. In addition, some heuristics are used for Kalman filter 
in KK tracker. For instance, the sampling rate, acceleration 
magnitude, process noise, and measurement noise are given 
as 1 frame/s, 0.2, 0.5, and 1.0, respectively. The system is 
implemented using Matlab on Ubuntu OS  running on a 
computer having an i7 CPU with 64 GB RAM and GPU 
NVIDIA Geforce TITAN x GDDR5 1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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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The performance of a Fast R-CNN in term of its speed is 
demonstrated in [7]. Since the authors assume frame and 
bounding boxes are the inputs of network, their experiment 
result is fast enough to implement. Here, since we propose 
and add a Selective Search method in extracting bounding 
boxes, the speed of our system is slightly slow than that of 
the original one. 

For the tracking part, when testing on standard databases2 
[6, 20], our KK Tracker outperforms the standard KCF, 
MOSSE and MIL trackers, respectively. Fig.4. depicts 
tracker’s performance for the full datasets and Fig.5. shows 
the performance for occlusion as well as human-crossing 
cases. In addition, our tracker is fast as standard KCF so 
that it can run in the real time basis. 

 
Fig. 4. Comparing the trackers' performance for full 

datasets 

 

 
(a)                                              (b) 

Fig. 5. Comparing the trackers' performance for occlu-
sion (a) and human-crossing (b) cases 

Finally, we demonstrate our framework on the video of 
walking crowd in the subway. Fig.6. illustrates the results 
from some frames of it. The performance of tracker is ex-
cellent with the human-crossing cases occurred on the 
crowd. Initially, detection is not yet good for the first frame 

2 Dataset is available at https://goo.gl/2bPKi7   

in which two objects are missed. However, as the process of 
detection-tracking continues, an object, wearing white cloth, 
is detected and tracked in the next frames as shown in 
Fig.6.b and Fig.6.c, respectively, even though it misses one 
dark object, partly because of the low quality of the image.  

 

  
(a)                                             (b) 

  
(c)                                             (d) 

Fig.6. Our framework’s performance on a video. (a): 
detection results on the first frame. (b): tracking task 

and detection for the new object. (c) and (d): it 
continues tracking and detecting objects. 

 

CONCLUSION AND FUTURE WORK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framework that combines 
the Fast R-CNN, which is based on deep learning technique, 
and our KK tracker. Using the Selective Search, we acquire 
the regions of interest that is one of the inputs to Fast R-
CNN to detect object’s region. Our tracker, which combines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and Kalman filter, estimates 
the target’s location in the next frame. It is demonstrated 
that our framework can detect and track multiple moving 
pedestrians concurrently using a walking crowd scene. As 
far as we know, this kind of integration of detection and 
tracking is new, especially for the multiple objects tracking. 
We pla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ur framework, in 
particular for the detec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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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better understand users and create more personalised search 
experiences, a number of user models have been developed, 
usually based on different theories or empirical data study. After 
developing the user models, it is important to effectively utilise 
them in the design,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arch systems 
to improve users’ overall search experienc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utilisation of the user 
models especially theory-based models, because of the challenges 
on the utilization methodologies when applying the model to 
different search systems. This paper explores and states how to 
apply an Information Foraging Theory (IFT) based user 
classification model called ISE to effectively identify user’s 
search characteristics and create user groups, based on an 
empirically-driven methodology for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CBIR) systems and how the preferences of different user types 
inform the personalized design of the CBIR systems.   

Categories and Subject Descriptors 
H.1.2 User/Machine Systems, H.3.3 Information Search and 
Retrieval, H.5.2 User Interfaces. 

General Terms 
Design, Human Factors, Theory. 

Keywords 
Personalised search, ISE user classification model, IFT, User 
model utilisation, CBIR. 

1. INTRODUCTION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for applying an Information 
Foraging Theory (IFT) based user classification model [4] to 
classify users into different characteristic groups in order to 
understand different search preferences of the different user 
groups for providing them with personalised search experiences. 

The findings from a systematically structured analysis of the 
users’ interaction data, collected from an extensive empirical user 
study, further validate the user model and establish the 
preferences of the different user types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personalised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CBIR) systems.  

Users are a key element of all search systems. The users can be 
very different when they use a search system:  some people are 
patient, but some are not; some people frequently change their 
mind on what they are looking for, but some do not; some people 
are easily satisfied with the result they get after a few rounds of 
search, but some are not [10].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user types are usually implicit, which can be reflected and 
characterised by the users’ search behaviours during the 
interaction with the system [4]. Learning more useful information 
from users through user interaction data becomes vital to improve 
search system personalisation and better engage users during the 
search process [3].    

Personalisation is an important strategy in web search engines to 
keep their users [2]. Extensive work has been done to provide 
personalised search for improving users’ overall search 
effectiveness and experiences [1, 4, 9, 11, 13, 14, 15]. However, 
there still exist gaps and challenges on various aspects. For 
example, it is challenging to develop effective user models, and it 
is even more challenging to apply the user models to search 
systems to support personalised search, because applying different 
user models to different search systems requires different 
methodologies and different automation methods.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have found that there is significant 
smaller number of user model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CBIR than text search, when CBIR needs good user models for 
providing users a better interactive search experiences. The user 
classification model developed by Liu et al [4] based on 
Information Foraging Theory (IFT) is the only theory-based user 
model that we know which is developed for CBIR search using a 
deductive approach. We consider this model is a suitable 
candidate to be applied to interactive CBIR search systems for 
developing personalised search. From the literatures, we have also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applications of the user models in real 
life search systems, especially CBIR systems. This may be caused 
by the challenges during the application, such as no effective 
methodologies for the application, etc. It is interesting to explore 
how to apply theory-based user models to interactive CBIR 
systems for improving the CBIR search personalisation.  

 
Permission to make digital or hard copies of all or part of this work for 
personal or classroom use is granted without fee provided that copies are 
not made or distributed for profit or commercial advantage and that 
copies bear this notice and the full citation on the first page. To copy 
otherwise, or republish, to post on servers or to redistribute to lists, 
requires prior specific permission and/or a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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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10 ACM 1-58113-000-0/00/0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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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 WORK 
Wu et al. (2014) [14] developed a learning-based framework for 
image search, which combines users’ search behaviours analysis 
and current trend of search queries to suggest personalised 
trending queries and images. Xie et al. (2015) [15] appli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model users’ interests, which can 
be fed back to the search model for developing personalised 
search experiences.  Shen et al. (2005) [9] proposed a method to 
infer users’ interests from their search context, e.g. click through 
information, for personalised search. White and Drucker (2007) 
[11] identified two types of users, namely navigators and 
explorers, from a log-based study with a large number of users 
and over a long time period and the search interactions for the two 
user types are either very consistent or very evolving respectively. 
The findings suggested the personalised design of search tools 
should support effective interactions for different user types. 

The above studies all employed an inductive approach, in which 
the user models were learnt through analysing pattern in the user 
interaction data and then applied to the search systems. As users’ 
information goal and search strategy often evolve, the users’ 
interaction with the search is exploratory in nature [4, 12]. With 
increasing amount of constantly evolving interaction data, the data 
pattern can become unclear. Thus the inductive approach can 
become complicated and computationally expensive. To tackle 
this problem, the deductive approach has recently be considered, 
which is to develop and validate user models based on established 
user behaviour theories, and then apply the validated user models 
to search systems. For example, Wilson et al. (2009) [13] 
presented a formative inspection framework based on two 
established user models, namely the ISS conditions from episodic 
model and the levels of search strategies in strategic model. The 
framework was applied to evaluate three search interfaces. 
Collins-Thompson et al. (2011) [1] investigated personalising 
web search results based on reading levels. They firstly estimated 
the user’ reading proficiency level and the results’ difficulty levels, 
and then re-rank the results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iu et al. (2010) [4] proposed and verified a user 
classification model, namely the ISE model, for categorizing 
different user types based on IFT [8] for interactive CBIR.  The 
different user types can then be applied to inform personalised 
CBIR search system design as well as to improve the overall 
search experience.  

The existing work described above has demonstrated how the user 
interaction data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develop personalised 
search, such as users’ search history/log [9, 11], users’ search 
behaviour [4, 14], users’ profile data [1, 15]. Many of the existing 
studies focused on improving the search accuracy and efficiency, 
while a few of them focused on improving the design of the 
search system and the users’ overall search experiences [1, 4, 11, 
13]. All the studies above had evidenced the user models can be 
generated based on the users’ interaction data or established 
theories or both. The user models are the key element to learn 
different user preferences for different user types [1, 4, 11], and to 
design and develop effective personalised search systems [4, 13]. 
Whilst the theory-based user models [1, 4, 13] have been 
developed for personalised search, there has been lack of a 
methodology for systematic empirical studies with real search 
systems in order to utilise the user models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users. Among all of the studies, the information 
foraging theory based ISE model [4] is particularly developed for 
CBIR. In this paper, we are motivat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applying the ISE user model to classify different 
user type base on their interaction data for personalised CBIR 
search. 

3. AN INTRODUCTION TO THE ISE 
MODEL 
Information Foraging Theory (IFT) [8] suggests how humans seek 
information is like how wild animals seek food. Animals’ general 
food seeking behaviour is that they first find a patch of food 
(scents model); next they select what to eat from the patch (diet 
model), and then they decide when to hunt elsewhere (patch 
model). White and Roth (2009) [12] suggested users’ exploratory 
search behaviour is similar to IFT in the respect of users try to 
find and judge an optimal result for their information goal, and 
they apply different search strategies, and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when they decide which result to use.  CBIR search is 
rather exploratory because users do not have a clear idea on what 
exactly they will found from the search results; therefore their 
search goal evolves during CBIR search more than when they 
carry out a keyword-based search.  
Liu et al. (2010) [4] proposed and verified a new user 
classification model called ISE model based on IFT, which 
includes three criteria:  Information goals (I), Search strategies (S) 
and Evaluation thresholds (E). Each criterion categorizes users 
into two different user characteristics1: I - fixed information goal 
or evolving information goal, cor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Scent model in IFT; S - risky search strategy or cautious search 
strategy, cor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Patch model of IFT; E 
- weak evaluation threshold or precise evaluation threshold, 
cor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Diet model of IFT.   
Table 1 shows the definitions of the six characteristics in ISE 
model based on IFT. Table 2 shows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ix characteristics in the ISE model in an interactive CBIR 
search context. 

 
Table 1: Definitions of the six user characteristics 

Criteria Characteristic Definition 
Information 
goal 

Fixed Searchers with fixed information 
goal know what they are looking 
for. 

Evolving Searchers with evolving 
information goal are not sure 
what they are looking for. 

Search 
strategy 

Cautious Searchers with cautious search 
strategy move slowly between 
patches. 

Risky Searchers with risky search 
strategy move quickly between 
patches. 

Evaluation 
threshold 

Weak Searchers with weak evaluation 
threshold are lenient on selecting 
the result. 

Precise Searchers with precise 
evaluation threshold are strict on 
selecting the result. 
 

1 There is in total six characteristics in the ISE model.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62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ix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perational definition 
Fixed 1.Use small number of jump query transition;  

2.Use  small number of history functionality; 
3. Find the best result image early. 

Evolving 1.Use large number of jump query transition;  
2. Use  large number of history functionality; 
3. Find the best result image late. 

Cautious 1. View large number of result pages;  
2.  Spend long  time per search iteration; 
3. Select result at the end of the search. 

Risky 1. View small number of result pages;  
2.  Spend short  time per search iteration; 
3. Select result while searching. 

Weak 1. Select large number of results;  
2. Select  large number of feedbacks; 
3. Search small number of iterations. 

Precise 1. Use lots of subset query transition;  
2.  Use  many times  ranking functionality; 
3. Search large number of iterations. 

 
Information Goal (I) - At the beginning of a search, the searchers 
might or might not have a clear information goal (idea on what 
they are looking for) to start the search.  In IFT terms, the 
searchers might or might not get strong information scent from 
reading the task based on their information environment 
(knowledge).   Thus, the searchers can be categorised into two 
types based on the information scent concepts: One type with 
fixed information goal and the other with evolving information 
goal.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cent concepts, if the 
searchers have a fixed information goal, they tend to focus on 
what they are looking for and likely make consistent decisions at 
every stage.  On the other hand, if the searchers have an evolving 
information goal, their search will be more exploratory.  They 
tend to walk around and learn from the data before they make a 
decision. 
Search Strategy (S) - When searchers start a search, they often 
submit the first query, which can be seen as an initial effort to find 
the first information patch,  and then they might or might not walk 
around within the patch  and evaluate  what  they have found  
before they  provide  feedback  to  refine or reformulate the query  
to start a new search  (we can consider this as looking for a new 
patch).  In IFT terms, the searchers can decide whether they 
would like to do between or within patch activities based on their 
search strategy. Thus, the searcher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based on the information patch model:  One type has 
cautious search strategy and the other has risky search strateg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atch concept, the searchers with a 
cautious search strategy tend to perform more within-patch 
activities, which means they will carefully search through the 
current patch before they go to the next patch (e.g. reformulating 
the query to start a new search); the searchers  with  risky search  
strategy, on the other  hand, tend to be more adventurous and 
perform more across-patch activities, which means that they will 
skip over the current patch  and move to next patch quickly. 
Evaluation Threshold (E) - When searchers select the result 
images for completing the tasks, they need to decide which 
images to choose from the result list.  In IFT terms, some foragers 
like easy-to-catch prey, but others like hard-to-catch prey.  Thus, 
the searcher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based on the 
information diet concepts:  One type with weak evaluation 

threshold and the other with precise evaluation threshol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et concepts, the searchers with 
weak evaluation threshold will be likely to go for easy-to-catch 
information although the information maybe just slightly relevant 
to the their information goal; the searchers with precise evaluation 
threshold will instead go for hard-to-catch information: For 
example, they will not select the information unless they consider 
it highly relevant to their information goal. 

4. EMPIRICAL STUDY SET UP AND 
DESCRIPTION OF DATA 
The CBIR search system that we apply the ISE model to is called 
uInteract (Figure 1). The uInteract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a 
four-factor user interaction model [5] for user-centred effective 
and interactive CBIR search. The user interaction data is collected 
from a user study that involves 50 subjects and four search tasks 
with different complexity levels. The users were a mixture of 
males and females,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students, and 
academic staff from a variety of departments. 
The users were given search tasks with different complexity levels 
to complete within a time constraint using the four interactive 
CBIR systems in a random order, and provided feedback on their 
search experiences through five point likert scale questions and 
open questions in questionnaires.  The user’s actual search results 
for all the tasks were also collected.  The screen capture of the 
whole search process was recorded with video and audio input.   
The tasks are simulated natural life tasks, such as “Imagine you 
are a graphic designer with responsibility for the design of leaflet 
on the newly built sport stadium for the local council.  The leaflet 
is intended to raise interest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encourage people to use the stadium and to watch the sports in 
the stadium.   Your task is to find 3-5 images, from a large 
collection of images, to include in the leaflet.  The images should 
represent the kind of sports  you think can  be held in the 
stadium.”, which allowed the users to develop their own 
interpretation of the task description, use their own judgement for 
selecting relevant images  as feedback  and  result, and  decide  
when  to use different functionalities of the interface to support 
their search. 
 

 
Figure 1: Interface 4 (S4) - The uInteract interface. The keys’ 
description: (1) Query images panel provides a browsing 
functionality that facilitates the selection of the initial query 
images. (2) Users can provid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xamples to a search query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query 
panel, and further expand or remove images from that query. (3) 
By allowing the user to override the system-generated scores 
(integer 1-20) of positive and negative query images, user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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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influence the relevance level of the feedback. (4) The 
displaying of the results in results shows not only the best 
matches but also the worst matches. This functionality can enable 
user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ata set they are 
searching. (5) Combin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query 
history functionality has not previously been undertaken in CBIR. 
The query history not only provides users with the ability to reuse 
their previous queries, but also enables them to expand future 
search queries by taking previous queries into account. 
 
A substantial set of real user interaction data was extracted from 
the screen capture of the user study.  There are in total 50 users’ 
screen captures.  Every screen capture is about two hours long 
with both audio and video input. We extracted totally 48 unique 
interaction features, which can be categorised into six groups: 
• Time and iteration: Time to complete each iteration, time to 

complete task, time to find the best result, number of 
iterations/queries per task; 

• Results page: Number of result pages viewed, page result 
selected from, page found the best result 2 , page positive 
feedback selected from, page negative  feedback selected 
from; 

• Image: Number of images used per query (positive and 
negative query), number of feedback images selected 
(positive and negative query),  number of results selected; 

• Functionality used: Number of times positive/negative 
ranking used, number of times positive/negative history used; 

• Select result strategy: Some users select result while 
searching, and some users select result at the end of the 
search; 

• Query transitions: We adapted the five query transitions 
(Table 3) for both positive and negative queries from 
Mulholland et al.  (2008)’s work [6]. 

Table 3: Five types of query transition 

Query 
transition 

Description 

Repeat Consecutive positive or negative query contains 
identical images. 

Subset The next positive or negative query contains a subset 
of the query images. 

Superset The next positive or negative query contains all the 
previous images plus one or more additional images. 

Overlap The next positive or negative query contains some 
but not all of the previous images plus one or more 
additional images. 

Jump There is no intersection between the images used in 
consecutive positive or negative queries. 
 

5. A METHODOLOGY FOR UTILISING 
ISE MODEL TO IDENTIFY USER TYPES 
AND PREFERENCES 
In this section, we propose a methodology to utilise the ISE model 
based on the user interaction data that we have collected for the 

2  The best result here is judged based on the ratings of five 
independent raters [6]. 

user study. We first map the definition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ix characteristics in the ISE model (see Table 1 
and Table 2) to the user interaction features extracted from the 
screen captures of the user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type3 of 
each individual user. Further we put the 50 users into different 
groups4 based on their user types to identify the different search 
preferences of different user types. The methodology is detailed as 
follows: 

5.1 Identifying general User Types for Each 
Individual User 
The following steps describe how we identify user type for each 
individual user based on the ISE model through analysing the 
users’ interaction data obtained from the screen capture of the 
user study. 

Step 1 - Find the interaction features for the 3 operational 
definitions of each of the 6 user characteristics. We select three 
interaction features from Table 3, corresponding to the three 
operational definitions in Table 2 for each characteristic. For 
instance,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Risky character are:  (1) 
view small number of result pages; (2) spend a short time per 
search iteration; (3) select results while searching. 
Correspondingly, the relevant interaction features are (1) 
NumResultPageViewed; (2) TimePerIteration; (3) 
SelectResultStrategy. Table 4 shows the 3 interaction features we 
chose for each of the 6 characteristics in the ISE model5. 

Table 4: Interaction features that support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ix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Interaction features 
Risky -Num_ResultPageViewed; -TimePerIteration; 

SelectResultWhileSearching 
Fixed -Num_JumpQuery; -Num_History;  

-TimeFindBestResultImage 
Weak +Num_ResultSelected; +Num_RFSelected;  

-Num_Iteration_Query 
Cautious +Num_ResultPageViewed; +TimePerIteration; 

SelectResultAtTheEnd 
Evolving +Num_JumpQuery; +Num_History; 

+TimeFindBestResultImage 
Precise +Num_Ranking; +Num_SubsetQuery; 

+Num_Iteration_Query 
 

Step 2 -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very user for each task.  
We calculate the mean value for every interaction feature for each 
task across all the users.  We then suggest the characteristic of a 
user based on whether or not the value of interaction feature for 
the user is bigger than the mean value. For the interaction features 
with binary values such as SelectResultStrategy, we do not 
calculate the mean value, but jud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 
based on the data itself. The final characteristic of a user for a 
specific task is determined by all three interaction features. For 
example, a user will be identified as a risky/cautious user when 
he/she shows a risky/cautious characteristic with regard to all the 
3 interaction features, otherwise the user will be classified as 

3 A user type could include more than one characteristic from 
different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ISE model. 

4 A user group contains users with the same user type. 
5 “+” means more and “−” means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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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 example of how to identify each user’s type for each task 
Task Num_Rresult

PageViewed 
Characteristic TimePerI

teration 
Characteristic SelectResul

tStrategy 
Characteristic Summary 

1 37 Cautious 00:02:30 Cautious End Cautious Cautious 
1 10 Risky 00:00:52 Risky View Risky Risky 
1 22 Cautious 00:00:54 Risky View Risky  
1 24 Cautious 00:00:42 Risky View Risky  
1 6 Risky 00:00:30 Risky View Risky Risky 
1 9 Risky 00:01:09 Risky View Risky Risky 
1 43 Cautious 00:02:15 Cautious End Cautious Cautious 
1 22 Cautious 00:02:40 Cautious View Risky  
1 45 Cautious 00:02:51 Cautious End Cautious Cautious 
1 20 Risky 00:02:47 Cautious View Risky  

 

neither risky nor cautious (Table 5). We apply the same 
methodology to identify fixed/evolving characteristic and 
weak/precise characteristic. 

Step 3 - Identify the final characteristics for every user. After 
checking every user’s characteristic for each task, we need to 
summarise the user’s overall characteristics. From previous steps, 
we find that a user can have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when doing the four different tasks. Further we also find that in 
reality there are five characteristics instead of two characteristics 
(Table 2) in each criterion based on our data, such as risky, 
cautious, mixed risky and cautious (mixedRC), neither risky nor 
cautious (noneRC) and not sure whether it is risky and/or cautious 
(undefinedRC) for the search strategy criterion. When we put the 
user’s characteristics from the four tasks togeth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user’s final characteristic.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approach to decide the type of a user (an example is 
shown in Table 6): 

• Risky (R) user:  ≥ 2 tasks shown risky and 0 tasks shown 
cautious; 

• Cautious (C) user:  ≥ 2 tasks shown cautious and 0 tasks 
shown risky; 
 

• MixRC user:  > 0 tasks shown risky and > 0 tasks shown 
cautious; 

• NoneRC user:  0 tasks shown cautious and 0 tasks shown 
risky; 

• UndefinedRC user:  Does not match 1 - 4; 
• Fixed (F) user:  ≥ 2 tasks shown fixed and 0 tasks shown 

evolving; 
• Evolving (E) user:  ≥ 2 tasks shown evolving and 0 tasks 

shown fixed; 

• MixFE user:  > 0 tasks shown fixed and > 0 tasks shown 
evolving; 

• NoneFE user:  0 tasks shown fixed and 0 tasks shown 
evolving; 

• UndefinedFE user:  Does not match 6 - 9; 
• Weak (W) user:  ≥ 2 tasks shown weak and 0 tasks shown 

precise; 
• Precise (P) user:  ≥ 2 tasks shown precise and 0 tasks shown 

weak; 
• MixWP user:  > 0 tasks shown weak and > 0 tasks shown 

precise; 
• NoneWP user:  0 tasks shown weak and 0 tasks shown 

precise; 
• UndefinedWP user:  Does not match 11 - 14. 

 
Table 6: An example of how to identify user types for each 

user across four tasks 

User Type Risky / Cautious 
Task1 Task2 Task3 Task4 

NoneRC     
Riksy  Risky Risky Risky 
UndefinedRC  Risky   
UndefinedRC    Cautious 
Risky  Risky  Risky 
UndefinedRC    Risky 
Risky Risky  Risky Risky 
Risky Risky   Risky 
UndefinedRC Cautious    
MixedRC Cautious Risky   
 

 
Table 7: The number of users assigned into three characteristic cross tables 

                                 Search strategy 
Information goal 

Risky Cautious MixedRC NoneRC UndefinedRC Total 

Fixed 2 2  4 5 13 
Evolving       
MixedFE 2  1 1 3 7 
NoneFE 5 1 2 3 5 16 
UndefinedFE 3 1  3 7 14 
Total 12 4 3 11 20 50 

χ2 test = 0.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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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strategy 
Evaluation threshold 

Risky Cautious MixedRC NoneRC UndefinedRC Total 

Weak     1 1 
Precise       
MixedWP       
NoneWP 9 4 3 10 12 38 
UndefinedWP 3   1 7 11 
Total 12 4 3 11 20 50 

χ2 test = 0.9965 
                                Information goal 
Evaluation threshold 

Fixed Evolving MixedFE NoneFE UndefinedFE Total 

Weak    1  1 
Precise       
MixedWP       
NoneWP 13  5 12 8 38 
UndefinedWP   2 3 6 11 
Total 13  7 16 14 50 

χ2 test = 0.9871 

5.2 Grouping Individual Users into Types 
The When each user has more than one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 steps suggest how we can categorize the 50 users into 
different characteristic groups.  

Step 1 - Put the users into characteristic cross tables.  Firstly, 
we make a cross table for each pair of characteristic criteria:  For 
instance, one cross table between search strategy and information 
goal; one between search strategy and evaluation threshold; and 
one between information goal and evaluation threshold.  Secondly, 
we assign the 50 users into every cross table. Each cell indicates 
the number of users identified as the combined characteristics.  
Table 7 shows the three assigned cross tables and the numbers are 
the number of people who match the characteristic.  The χ2 test is 
applied to test the independence between the five row 
characteristics and the five column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for any pair of categorical 
variables, which suggesting that we can analyse the row and/or 
column characteristics independently. 

Step 2 - Group the users into the types. From the middle and 
bottom sub-tables of Table 7, we can see that there is insufficient 
variance of characteristics in the evaluation threshold criterion.  
For instance, only one user shows weak characteristic and the rest 
of the users’ carries noneWP and undefinedWP characteristics, so 
we decide we are not going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in this 
criterion any further.  We then focus on the other two criteria: 
Search strategy and information goal.   The columns of the top 
sub-table show that there are 12 risky users,  4 cautious  users,  3 
mixedRC  users,  11 noneRC  users and  20 undefinedRC users.  
The rows of the top table shows 13 users with fixed goals, 7 users 
with mixed fixed and evolving goals, 16 users with neither fixed 
nor evolving goals, 14 users with undefined  fixed or evolving 
goals. 

6. DATA ANALYSIS RESULTS FOR 
DIFFERENT USER TYPES 
In this section we report the analysis method and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swers that was obtained from the user study. The 
analysis will be done to each user types that we identified using 
the ISE model in the above section, in an effort to find out what 
the search preferences are for the different user types.  

We firstly assigned the 50 users to the five characteristics groups 
of the search strategy criterion, namely Risky, cautious, mixedRC, 
noneRC and undefinedRC. Then we link the users’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questions with the five characteristics. We repeat 
the same process for the fiv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goal category, namely Fixed, evolving, mixedFE, noneFE and 
undefinedFE. After matching the users’ questionnaire answers to 
the different user characteristics (type), we carry out a content 
analysis [7] to the answers for each of the user types. The content 
analysis shows that for each user type the answ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expected image search tool, 
search experience and suggestions to the search systems. 

6.1 Search preferences of the user types based 
on the Search Strategy Criterion 
Risky Users: The users with risky search strategy prefer accurate 
and diverse results and care less about the data source quality and 
where they search from.  They prefer rich functionalities to 
support different search aspects, so that they can find the good 
results quickly and easily.  They judg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depending on the tasks they are performing.  They tend to 
think the system is good when they perform an easy task using the 
system and get the good results fairly quickly; otherwise, they 
think the system is bad.   As our evaluation systems support 
multiple images for each query, the users with risky search 
strategy feel the search accuracy drops with more image examples 
in the query.  This might be because they are likely to provide 
image query examples using variety of judgement, such as colour, 
shape and semantic relevance, which is not supported by our 
colour only based evaluation systems.  However, a risky user 
could perform quite well if s/he gets the supportive functions 
needed.  This  is why risky users provided many  useful 
suggestions  about  improving  the usability of the evaluation 
systems,  such as adding  an egg timer, image zooming, and 
dragging  and dropping  function,  etc. 

Cautious Users:  The users with cautious search strategy are 
another group that showed a clear pattern.  Like the risky users, 
they hope the search system is accurate and with rich 
functionalities to support different search aspects.  They do not 
care much about the search speed.  This might be because 
cautious people are usually patient. They are more satisfied with 
the search results and the evaluation systems than risk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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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id not need to use all of the provided functionalities on 
completing some tasks although they are more likely to think the 
functions could be useful. The difference between risky users and 
cautious users is that the cautious users feel that using more image 
examples in a query improves the search results.  This might be 
because cautious users are more likely to be careful with query 
refinement and the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olour-based 
evaluation systems and the tasks better than risky users.  Half of 
the cautious user population think the tasks are interesting and 
clear.  As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earch performance, they 
suggested minor improvement that could be made to the 
evaluation systems, such as better graphic design for the interfaces.  
They strongly suggest combining keyword-based and content-
based search.   This might also because it is hard for cautious 
users to change their search strategy completely.  They like the 
content-based search strategy, but they also want to keep their 
normal keyword-based search strategy. 

MixedRC Users: Some comments provided by the mixedRC 
users are similar to the comments from the risky and cautious 
users.   For  instance,  they  do not  care  about  the  speed  of the 
system,  they  like rich  functionalities on the image search  
system,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earch  results  and  the 
evaluation systems,  they  think  the negative query  and  query  
scoring functionalities  are useful and  have  many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s. However, they comment on 
some things that the risky and cautious users have not mentioned.  
For instance, they strongly believe the image search tool is easy to 
use, they think the content-based image search strategy is better 
than a keyword-based search strategy, and they would like to see 
the negative results become optional. 

NoneRC Users: The noneRC users like fast and accurate systems 
and prefer rich functionalities to support different search aspects.  
They think the tasks are interesting and clear.  They do not think 
the history functionality is useful at all.  They find that it is hard to 
decide the relevant results for the tasks. Their initial search idea 
changes during the searching but they think the system supports 
the change well. They  strongly suggest to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query history and query image scoring functionalities by 
showing thumbnail images in query history  section,  ranking the 
query  images by slide bar  or dragging  and  dropping  to a 
different position  in a query.   They do not have many comments 
on the negative functionalities. 

UndefinedRC Users: The undefinedRC users like an accurate 
and rich functionality search system.  They are more likely to 
think the negative query functionality is useful in the evaluation 
systems.  They also like the negative result functionality because 
they think they get to know the data collection quality better by 
seeing the negative results in the result panel.   They are more 
likely to think the query history functionality is useful.  Like the 
risky user, they also feel the search accuracy drops with more 
image examples included in a query.  They feel the functionalities 
are more useful when they perform more difficult tasks. Their 
initial search idea changes during the search and the evaluation 
systems support the change well.  They think the usability of the 
functionalities can be improved by showing query history 
automatically rather than having to press reset, showing diverse 
negative results rather than based on colour only, showing page 
number, etc. 

6.2 Search preferences of the user types based 
on the Information Goal criterion 
Users with Fixed Goal: The users with fixed information goal 
prefer accurate systems and rich functionalities.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earch results, and they are basically satisfied with the 
evaluation systems, but they think that the usability of the 
interface needs to improve.  They have a clear information goal in 
mind before starting the search, and the goal does not change 
during the search.  They feel the search results get increasingly 
better with every query refinement. They find that it is easy to 
make decisions on results selection.  Whilst they prefer the 
content-based search, they also like keyword-based search, thus 
they suggest combining content-based and keyword-based image 
search.   They  like all the functionalities provided,  but  again  
they think the usability  of some functionalities can be improved,  
such as ranking  query images by a scale bar or dragging and 
dropping,  showing image thumbnails in the query history section, 
starting with keyword-based  search,  etc. 

MixedFE Users: The MixedFE users have less expectations of 
the system accuracy than the uses with other characteristics, but 
they have the same expectation with the other types of users on 
rich functionalities to support different search aspects.  They think 
the tasks are interesting and clear.  They think all the provided 
functionalities are useful especially the query image scoring and 
query history functionality.  They also find that the functionalities 
are more useful when they perform more difficult tasks.  Whilst 
they prefer the content-based search, they also like keyword-based 
search and the combination of keyword-based and content-based 
search. As they tried many functionalities for completing the tasks, 
they provide lots of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functions,  
such as, ranking  query  images by a slide bar, showing image 
thumbnails  in query  history  section,  providing  a colour 
histogram  or pie chart for selecting  negative colour examples,  
etc. 

NoneFE Users: Comparing to the users with  other  
characteristics, the NoneFE  users  like good a quality  and  large  
data source, a fast and  easy to use system,  accurate search  
results and  rich functions  to support different search  aspects. 
These users are satisfied with both the search results and the 
evaluation systems.   They think the tasks are fairly interesting and 
clea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looking for before they 
start search. They think the negative query is extremely useful. 
They also like the query image scoring function.  They sometimes 
find it is hard to decide the relevance of the results for the tasks.  
Their idea changes during the search and the systems support the 
changes very well. They also suggest making the negative results 
optional. As with other types of users, they think the usability of 
the interface can be improved by providing drag and drop and 
image zooming functionality. 

UndefinedFE Users: The UndefinedFE users believe that the 
image search tools are accurate and easy to use, and have rich 
functionalities. They are more satisfied with the search experience 
with the systems than with the search results because they judge 
the system accuracy based on the complexity of the tasks.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earch results when they perform easier tasks, 
and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search results when they 
perform harder tasks. They think the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functions are useful. They suggested improvements to 
the interfaces of the evaluation systems, such as adding dra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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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 and image zoom functionality and providing diverse 
negative results rather than based solely on colour only, etc. 

In this section, we categorized the 50 users into different groups 
based on the ISE user classification model.   We have found that 
only the users grouped based on the search strategy and 
information goal criteria are relatively evenly spread to every 
characteristic, so we decided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criteria only. After grouping the 50 subjects into the 
characteristics, we have extracted some qualitative data from the 
questionnaires. Through carrying out a content analysis on the 
qualitative data of the different user types, we have found clear 
evidence concerning users’ different search preferences in terms 
of expectation of image search tools, search experience,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search systems.  

7. CONCLUSION AND FUTURE WORK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importance, challenges and gaps 
for developing and utilising user models in an effort to provide 
personalised search and to improve users’ search experiences. A 
user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IFT called ISE model was 
introduced and applied to a CBIR search system called uInteract. 
An empirical user study set up was described and carried out to 
collect user interaction data. A methodology was proposed for the 

utilisation of the ISE model. We successfully applied the ISE 
model based on the methodology to identify different user types 
based on extensive analysis of the user interaction data collected 
from the user study. These user types were then applied to 
investigate the users’ search preferences for user-centred and 
personalised CBIR search system design and development.  

The key contributions of this work are as follows: we proposed a 
new methodology for the utilisation of the theory-based ISE user 
model, so that different user types can be effectively identified; we 
established the search preferences of different user types through 
successfully applying the ISE model to the uInteract CBIR search 
system based on the proposed methodology, which provided 
useful insights for effective design and development of 
personalised CBIR search systems. Although our work focused on 
the CBIR search systems, we believe that the methodology and 
the findings could be adapted to text-based search systems.  

In the future we plan to design and evaluate the personalised 
CBIR search interfaces for different user typ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work. We would like to test the proposed 
methodology to different user data. For example, the text-based 
search users’ log data. We would also like to automate the user 
model utilisation process so that the user models can be embedded 
into the current searc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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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scenarios in virtual reality and video games where 
it is desirable to assist human user and maximize his/her visibil- 
ity of a group of moving targets. This paper presents a new type of 
space partitioning strategy based on the idea of visibility integrity to 
enhance the user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solving the group fol- 
lowing problem. This problem involves computing the motion for a 
mobile camera to maximize its visibility of a coherent group of tar- 
gets moving about a space filled with obstacles. Current solutions 
to this problem involve approximation of the visibility between dif- 
ferent areas of the space. These areas are usually defined by simple 
shapes such as discs, squares or rectangles, and have always been 
constructed somewhat arbitrarily as long as they can collectively 
cover the space. Consequently, such partitioning strategy usually 
suffers from both over partitioning and under partitioning in differ- 
ent regions of a given environment, thus significantly hinders the 
ability to provide reliable pursuit of a group. To address this chal- 
lenge, we have developed a visibility-integrity roadmap data struc- 
ture that provides a partition of the space into regions of similar 
visibility. 

 
Keywords:  virtual camera, visibility, group, motion planning 

 
1 Introduction 

 
There are many scenarios where it is desirable for a moving sen- 
sor to maximize its visibility of a group of moving targets. For 
example, in video games, a virtual camera may need to follow a 
group of characters as they move through complex virtual environ- 
ments, such as inside and around buildings [Vo et al. 2012]. In com- 
puter graphics, it can be difficult to maintain visibility of important 
events occurring in a physically-based simulation, which usually 
involves a massive number of object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t 
high speed. In robotics, a camera may be mounted onto a mobile 
robot or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o monitor another group 
of robots as they perform a cooperative task [Harrison et al. 2010; 
Wang et al. 2013; Vo et al. 2009], or observe groups of humans 
or animals as they move through complex environments [Reynolds 
1987; Rodriguez and Amato 2010]. Even when a single target is 
followed, this target is usually modeled as a set of estimates of its 
actual state which is unknown due to sensing and modeling uncer- 
tainties [Schulz et al. 2003]. Such a problem of tracking one or 
more targets using a camera is called the group following problem, 
and we are usually interested in a camera motion planning method 
to plan the motions necessary for the camera to maximize its vis- 
ibility of the targets.  While camera tracking is a popular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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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 video games and virtual environments, users are often 
tasked to control a group of moving objects. In this figure, users are 
asked to move a coherent group (shown in red) among obstacles 
to visit random goals (shown as a blue cone with a white sphere 
on top). In order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mission, maintain- 
ing visibility between the user and entities in the group is usually 
required. 

 
 

in the literature, the group following problem has not gained much 
attention despite its importance. 

This paper presents a new type of space partitioning strategy based 
on the idea of visibility integrity to enhance the user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solving the group following problem.  In this prob- 
lem, we are given n points and are asked to determine the regions 
of the space that have visibility of all or a maximum number of 
these n points. Since visibility computation can be expensive, and 
many of the applications (such as the ones mentioned above) use 
the information in real time, it is necessary to build a data structure 
that supports faster visibility queries. This data structure can be 
computed offline entirely before the visibility information is to be 
used in the application, or can be computed online to incrementally 
cache visibility information as it is computed. In this paper, we will 
explore offline computation of group visibility. 

Historically, visibility methods can be classified into from-point and 
from-region visibility computations, which determine regions in the 
space visible from a point or a region, respectively. While the prob- 
lem of computing the group visibility is close to from-region visibil- 
ity computations, the term “region” in from-region visibility com- 
putation usually refers to static surfaces, such as walls and build- 
ings. On the contrary, in the group visibility problem, we are inter- 
ested in determining visible regions to a group of constantly moving 
targets. In addition, current solutions to the from-region visibil- 
ity problem involve approximation of the visibility between differ- 
ent areas that are usually defined by simple shapes such as discs, 
squares or rectangles, and have always been constructed somewhat 
arbitrarily as long as they can collectively cover the space. Con- 
sequently, such partitioning strategy usually suffers from both over 
partitioning and under partitioning in different regions of a given 
environment, thus significantly hinders the ability to reliably pur- 
sue a group. 

Main Contributions We propose a new data structure to e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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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napshots of the proposed method that enables the user to follow 30 moving targets through a virtual city environment. In the left 
figure, the black circles indicate the visibility integrity regions that cover the locations visited by the targets and the camera (started from the 
center of the city). The right figure shows a close-up view of the camera following the group using integrity visibility regions. 

 
 

sulate the visibility information of a known workspace in 2D. Each 
vertex in this graph data structure is a region in workspace with sim- 
ilar visibility, i.e., their visible areas are similar. Such a similarity is 
measured by a notation called visibility integrity. Specific definition 
of visibility integrity will be given in Section 3. Because each ver- 
tex in our roadmap is a region with bounded visibility integrity, we 
name the roadmap “visibility integrity roadmap” or simply VIR. An 
example of the proposed method assisting the user follow a group 
of 30 agents moving through a virtual city is shown in Figure 2. Our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is new data structure allows the vir- 
tual camera to maintain better visibility of the existing strategies. A 
study further shows that, when users are assisted by this more intel- 
ligent virtual camera, their performances are improved noticeably 
in a task that involves navigating a group of coherent agents. 

 
2 Related Work 

 
Visibility related problem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in the 
fields of computer graphics [Sanokho et al. 2014; Galvane et al. 
2013] and computational geometry [Durand 1999; Cohen-Or et al. 
2003; Bittner et al. 2009]. A popular strategy to solve from-region 
visibility problem is to sample visibility information on a uniform 
grid covering the entire space. For example, Bittner et al. [Bittner 
et al. 2009] proposed a global visibility algorithm which uses sam- 
ples of ray tracing to obtain visibility information with the goal of 
being able to determine the potentially visible set of objects that can 
be seen by a given view cell. 

Most methods developed for camera motion planning have focused 
on maintaining the visibility of a single point [Oskam et al. 2009; 
LaValle et al. 1997; Li and Yu 1999; Li et al. 1999; Nieuwenhuisen 
and Overmars 2004; Geraerts 2009; Bandyopadhyay et al. 2006]. 
These methods usually explicitly or implicitly assume that main- 
taining the visibility of a single reference point (e.g., the center of 
mass) will provide the visibility to the entire target. However, most, 
if not all, targets in the aforementioned applications are not a single 
point and maintaining the visibility of the reference point usually 
does not provide good visibility to the entire target.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to model the targets as a set of points, and 
the camera’s task is to position itself in order to maximize the num- 

 
ber of visible points. These target points can be a group of agents 
that can move coherently or split into smaller groups, a set of fea- 
ture points from a rigid or deformable body, or a list joints from an 
articulated character. 

Vo and Lien [Vo and Lien 2010] proposed a method based on the 
idea of monotonic tracking regions to follow a group of agents but 
their method is limited to 2D. Our goal is to plan the motion of a 
virtual camera in 3-d to maintain the visibility of a set of moving 
points. Our method is motivated by the visibility-aware roadmap 
[Oskam et al. 2009] which is designed to follow a single target. 
Their method creates a graph (called roadmap) to capture not only 
the connectivity but also the visibility of the free space, the space 
that is not occupied by obstacles. Their roadmap is created based 
on the overlapping spheres in free space and the visibility between 
the spheres. Vo and Lien [Vo and Lien 2010] adopted their methods 
to tracking multiple targets using the center of the targets. A major 
limitation of that method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quality of the 
roadmap depends on the type of the environments and the size of 
the discs, which is currently up to the users to decide. 

Recently, Christie et al. [Christie et al. 2012] proposed an approach 
for maintaining the visibility of one or more target objects. In con- 
trast to existing approaches which use ray casting to compute vis- 
ibility, they use the principle of soft shadow generation to quickly 
evaluate visibility. An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he ability to 
aggregate the visibility of multiple targets over time, and to evalu- 
ate the visibility of the whole target rather than just single points. 
While their method also aims to compute visibility for multiple tar- 
gets, each target in the group is processed independently. On the 
other hand, our method clusters the members in a group into re- 
gions (i.e., circles) of similar visibility. As a result, our approach is 
more suitable for computing the visibility of large groups. 

 
3 Visibility-integrity Roadmap (VIR) 

The structure of visibility-integrity roadmap encoded both visibil- 
ity and navigation information. Each node in this roadmap is a 
visibility-integrity region, which essentially is composed of a clus- 
ter of points that see similar things in workspace. The edges in the 
roadmap shows the adjacency of the visibility-integrity reg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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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tion the space into visibility-integrity regions, we first sample 
n points S.  As we will show later these samples can be drawn 
randomly or from cell centers of a regular grid. 

The visibility integrity measures how likely a set of points are in- 
deed visible by another set of points. We compute and update vis- 
ibility integrity to estimate the loss after merging two clusters. Let 
C be a cluster of points. If C contains only a single point p, its 
visibility V (C) is simply all points visible from p. If C contains 
multiple points, then V (C) is the union of all points visible from 

these samples is scored with a likelihood pk based on the distance 
and direction to the current position of the target. The likelihood 
pk is a joint Gaussian distribution of distance to t and the angle 
from t’s heading direction. The value of pk drops to zero if the 
distance or angle exceeds the maximum linear or angular velocity, 
respectively. In our current implementation, these k samples are 
drawn uniformly from the circle centered at t with radius equal to 
the maximum distance that t can travel in a time step. Other more 
sophisticated filtering techniques, such as particle filters, or predic- 
tions techniques that captures the target movement behavior using 

the points in C, i.e., V (C) = 
I

 
∀p∈C 

V (p). Gaussian process can be used to better predict the target position. 

Assign a point to a VI region. Given a point s (either a target 
prediction or a camera prediction), we will need to find a way to 
efficiently associate s with one or even multiple VI regions. If a 
regular grid is used to construct the visibility integrity roadmap, 
we can simply look up which grid cell contains s and immedi- 
ately identify the VI region that s should be associated with. On 
the other hand, if the visibility integrity roadmap is build from sam- 
pled points, then a more implicit approach is needed to find such 
an association.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strategy. We 
first identify k closest samples Ss to s and let Rs be the VI regions 
that contains Ss. Each of these region is then assigned a probability 
that s is associated with the region. The probability that s is in a VI 
region R ∈ Rs is defined as 

 

Figure 3: Left: a cluster of 10 points with high visibility integrity. vi(s R) prob(s ∈ R) = 
Right: a cluster of 10 points with low visibility integrity in the same 
environment. 

 
∀Rt ∈Rs 

. (2) 
vi(s ∪ Rt) 

 
Then, we define the visibility integrity of C as the average of visi- 
bility ratio of all points in V (C), i.e., 

  

Evaluate camera positions. In the last step, the best camera posi- 
tion is selected from a set of potential camera positions. In our cur- 
rent implementation, a set of k samples are drawn uniformly from 
the circle centered at the camera with radius equal to the maximum 

vi(C) = q∈V (C) ||V (q) ∩ C|| 
||C|| · ||V (C)|| (1) distance that the camera can travel in a time step. To evaluate each 

camera position, we essentially count the number of target samples 
The value of vi(C) is also bounded between zero and one. Intu- 
itively when visibility integrity is low, that means there are regions 
that are visible by some points in the cluster but are not visible from 
most of the points. Examples in Figure 3 illustrate the clusters with 
high and low visibility integrity values.  For applications such as 
pursuit and evasion, it is desirable to obtain clusters with high visi- 
bility integrity because usually C ⊂ V (C) when vi(C) is close to 
1. That is to say, if most of the targets are in V (C), the pursuer (the 
camera) only needs to stay in any position in C to maintain visibil- 
ity of all the targets. Note that the visibility integrity is always 1 
when C contains only one point and when C is convex. 

 
4 Online Planning using Visibility Integrity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visibility integrity roadmap, each point 
s in the original sample S now has the information about the visi- 
bility integrity regions (VI regions) that are likely to be visible from 
s. Moreover, the visibility integrity region that has the highest vis- 
ibility integrity to s must be the region that contains s. When the 
camera is following a single target t, our planner first creates k pre- 
dictions of t’s potential future location around t and then identifies 
the visibility integrity regions that contain these k predicted loca- 
tions. The camera then determines its next target configurations by 
selecting a cluster and a configuration in the cluster which mini- 
mizes the travel distance and maximizes the visibility. Finally, the 
motion of the camera is determined by a smooth and collision free 
path that brings the camera to the target. Details of these three steps 
are provided below. 

Target position prediction. In each time step, the online planner 
samples k potential future positions for the target t.  Each of the 

that can be seen from the given position. This count is approxi- 
mated by the cached visibility between the associated VI regions 
and scored assigned to each target sample. 

Follow multiple targets. While our discussion above focused on a 
single target, it can be extended naturally to multiple targets. When 
the camera is following multiple targets T , the planner will identify 
K VI regions that contain the predicted target positions for all tar- 
gets. From these K VI regions, the camera decides its next position 
based on the same strategy. 

 
5 Experiment Results 

 
In this section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virtual cameras us- 
ing the proposed data structure by comparing to a state of the art 
method [Oskam et al. 2009]. This comparative evaluation is fol- 
lowed by a user study that involves navigating a group of coherent 
agents using a Microsoft Xbox controller. 

 
5.1 Performance Evaluation 

 
In our experiments, we run our algorithms on several simulated en- 
vironments, shown in Figure 4. The maximum speed of the targets 
and the camera remain the same for all of the experiments. In all 
scenarios, the number of targets in a group is 30. For all camera 
planners, the number of samples for each target and the camera are 
set to 25 and 50 respectively. 

Table 1 shows the visibility achieved by different methods in each 
environment. We note that in most cases, the planner using VIR 
achieves better visibility than using visibility-aware roadmap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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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mages of the four environments used for the experiments. 
In reading order from top left: bars, filter, tunnels, and column. 

 
Table 1: Visibility achieved by different methods 

 
Environment VAR [Oskam et al. 2009] VIR IDEAL 

bars 0.69 0.89 0.93 
column 0.86 0.98 0.98 

filter 0.29 0.80 0.92 
tunnels 0.25 0.38 0.42 

 
 

[Oskam et al. 2009]. The IDEAL method in Table 1 is a modifica- 
tion of the VIR approach in such a way that it knows exactly where 
the targets even when the targets are invisible by the camera. Thus 
the results of IDEAL can be viewed as an upper bound. 

 

 
Figure 5: A subject of our user study controlling a group of 20 
agents using a Microsoft Xbox controller on a laptop computer. 

 

5.2 User Study 
 

Twelve subjects are asked to navigate a group of 20 agents to ran- 
dom goals in the filter environment in Fig. 4. Each subject starts 
with a training session in a simple environment with a single cylin- 
drical obstacle at the center of the environment (i.e., the column 
environment in Fig. 4). During the training session, the subject will 

learn to control a group of coherent agents and the virtual camera 
(i.e., the user’s view into the virtual world) using both left and right 
joysticks, respectively, on a typical Microsoft Xbox controller with 
a regular laptop as shown in Figure 5. 

Once the subject is comfortable with controlling interface, three 
100-second sessions of group navigation are recorded. The first 
and the last sessions are the same. In all sessions, the subject can 
control both the group and the camera, however, in the second ses- 
sion, the subject is assisted with the camera controller proposed in 
this paper. When the software detects that the subject is not con- 
trolling the camera, the autonomous camera controller takes over 
to maintain the visibility of the virtual agents. Table 2 reports the 
performances of these 12 subjects which are evaluated by (1) the 
number of random goals reached by the group and (2) the visibility 
maintained during each of the session. 

The data in Table 2 shows the clear benefit provided by the proposed 
camera controller: users are able to reach more goals and maintain 
much higher visibility with the group. It is also clear that such 
benefit is not the results of the users gaining familiarity with the 
user interface 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layout, 
because we see the performance drop in the last session when the 
users are asked again to take the full control of the group and the 
camera. The last two columns of Table 2 show exactly this: the 
users are able to reach, on average, 3.83 more goals than what they 
did in the first session while, in the last session, the users can only 
reach, on average, 1.94 more goals than what they did in the first 
session. 

 
6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group visibility data structure that can 
enhance user experience in virtual world when facing the challenge 
of maintaining visibility to a group of moving things. We presented 
preliminary experimental results from applying this data structure 
in a group following application. In thes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was able to achieve better visibility performance 
than its predecessors.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to the pro- 
posed approach. For example, we found that these methods still 
perform poorly on environments with many narrow passages. We 
hope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 these types of environments 
and also extend our methods to 3D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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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n interaction tool such as an airbrush over a tabletop 
computer will enable more natural and rich interaction 
techniques. In order to realize such an over-the-surface tool, 
a tracking method with a high degree of freedom (DOF)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ovel 6-DOF tracking 
method that can be used to track a tool over an optical 
touchscreen tabletop. The main advantage of the proposed 
method over other tracking methods is that it utilizes the 
sensing capability of an optical touchscreen and does not 
require the addition of extra sensors to the tabletop. We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tracking method and 
demonstrate an application example using an over-the-
surface tool enabled by the new 6-DOF tracking method. 

Author Keywords 
Interaction Device; Tabletop Interface; 6-DOF, Laser 
Diffraction.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2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User 
Interfaces - Input devices and strategies. 

INTRODUCTION 
The utilization of the continuous interaction space over a 
tabletop computer is important for designing natural 
interaction [4, 6]. Users can interact with digital contents by 
moving their hands or tools freely over a tabletop computer. 
However, most of the studies on this interaction space have 
mainly focused on using hands [1, 4, 6], whereas the use of 
tools over a tabletop computer has rarely been explored. 
Using tools for manipulating objects is sometimes more 
effective than using hands. For example, it is more natural to 
use a pen to write on a tablet than to use our fingers. 
Moreover, users’ existing skill with a tool could reduce the 
effort needed to become familiar with a new tool. For 
example, users’ skill with a pen could be useful for 
manipulating small graphical elements using a ray-casting 
pointing device in a drawing application. Because of such a 
skill transfer, diverse interaction techniques for a tabletop 
computer could be realized by using an over-the-surface tool. 
For example, a user might paint a picture on the tabletop 
using an air spray, as shown in Figure 1. The user could 

intuitively control the parameters of an air-spray stroke by 
moving or rotating an air-spray tool above the tabletop. It 
would be unnatural for such an interaction to be performed 
using an on-the-surface tool such as a stylus pen. 

The use of a tool over a tabletop could be enabled by using 
existing tracking methods with a high DOF. However, 
applying these methods to a tabletop is not easy, because they 
need additional sensors or hardware modification.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6-DOF tracking method called 
LaserFoot tracker that can be used to track a tool over a 
tabletop with an optical touchscreen. The main advantage of 
the proposed method over other tracking methods is that it 
utilizes the sensing capability of an optical touchscreen and 
does not require the addition of extra sensors to the tabletop.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working principle of LaserFoot 
tracker and present a basic prototype implementation. We 
als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system by an 
experiment and demonstrate its feasibility by implementing 
an application scenario. 

 

 
RELATED WORKS 
Various methods are available for tracking objects over a 
tabletop. The use of a depth camera such as Microsoft Kinect 
is one possible method for this purpose. However, several 
problems make a depth camera less practical for tracking 

 
Figure 1. Air-spray painting. A possible application example 

using the interaction space over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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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over a tabletop. First, a target object needs to be a 
specific distance away from the camera because of its 
restricted viewing angle.  

Another problem is occlusion: a depth camera may lose an 
object when a user holds the object. Another option is to use 
a 6-DOF tracking system such as a magnetic tracker or an 
optical tracker. Such trackers usually require the addition of 
sensors to a tabletop system and coils or markers to a tracking 
target. In the case of a magnetic tracker, its accuracy can be 
reduced by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from the tabletop. 
An optical tracker has limitations similar to those of a depth 
camera, such as a limited viewing angle and an occlusion 
problem. Bokode [7] could be another option, but it requires 
nontrivial modification of the tabletop hardware. Moreover, 
it does not seem possible to track multiple Bokodes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patterns from two Bokodes can 
overlap on the charge-coupled device (CCD) of the camera. 
IRCube [3] shows 6 DOF tracking system than could be 
applicable to a tabletop. However, it requires additional 
sensors for the tabletop hardware. In contrast to these 
methods, our proposed system requires no additional sensors, 
but relies solely on the optical sensing capability of the 
optical touchscreen.  

Latoschik and Bomberg [5] suggested an optical object 
tracking concept similar to our method. They used a 
diffracted laser beam to create a pattern on a screen and 
estimated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laser based on 
this pattern.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is method and 
our method is the mathematical method for estimating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a target object. Their method 
could estimate only 5-DOF, with the remaining angle 
approximated by tracking the previous states. Furthermore, 
their application target was not an optical touchscreen 
tabletop. Therefore, they did not address the possibl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might occur when the concept 
is applied to a tabletop environment. In addition, they did not 
provide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ir system, let alone its 
performance in a tabletop environment.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is based on a different mathematical 
approach and therefore can fully estimate 6-DOF for an 
object. In addition, our application target is a tabletop. 
Therefore, we verified its feasibility and performance and 
discussed some possibl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may 
occur when it is applied to a tabletop. 

PROPOSED METHODOLOGY  
Figure 2 shows the structure of LaserFoot. LaserFoot 
consists of two components: a laser module and a diffraction 
grating. The laser module generates a single directional laser 
beam. This laser beam is split into several diffracted beams 
when the laser light passes through a diffraction grating. 
Because the diffraction grating is attached to the laser 
module, the directions of the diffracted beams are constant. 
When these beams are projected onto a surface, they form a 
diffraction pattern, as shown in Figure 3.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LaserFoot can be estimated by minimizing an 

error function between this captured pattern and an predicted 
pattern from a forward model. 

Prototype 
We constructed a prototype by attaching a small piece of 
diffraction film (with a grating spacing of 13,500 lines/in) in 
front of a laser pointer (650 nm, 5 mW) as shown in Figure 
2. We used a visible laser to facilitate the experiment, but 
will switch to an infrared one in future implementations. The 
size of the prototype was 16 × 16 × 90 mm so that users can 
hold the prototype in comfort. 

Forward Model 
A diffraction pattern may have many peaks, as shown in 
Figure 3. As shown in Figure 4, it is straightforward to 
construct a forward model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LaserFoot and these 
peaks on the tabletop. Consider N peaks and let (𝛼𝛼𝑖𝑖 ,𝛽𝛽𝑖𝑖) 

 
Figure 2. Basic structure and first prototype of LaserFoot. 

 
Figure 3. LaserFoot prototype and diffraction pattern formed 

on tabletop. 

 
Figure 4. Position and orientation of object with LaserFoot 

and position of resulting i-th peak on tabl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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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te the position of the i-th peak in the plane that is a unit 
distance from the object (the dashed line in Figure 4). The 
position of the peak in terms of the laser coordinate system 
(x, y, z) is then (𝛼𝛼𝑖𝑖 ,𝛽𝛽𝑖𝑖 ,−1), and the position (𝑢𝑢𝑖𝑖,  𝑣𝑣𝑖𝑖) of the 
corresponding peak on the table in terms of the tabletop 
coordinates is given as follows. 

(𝑢𝑢𝑖𝑖 ,  𝑣𝑣𝑖𝑖)𝑇𝑇 =  𝑇𝑇(𝑋𝑋𝑜𝑜,𝑌𝑌𝑜𝑜)𝑃𝑃(𝑍𝑍𝑜𝑜)𝑅𝑅(𝑄𝑄𝑜𝑜)(𝛼𝛼𝑖𝑖,𝛽𝛽𝑖𝑖 ,−1)𝑇𝑇  

where (𝑋𝑋𝑜𝑜,𝑌𝑌𝑜𝑜 ,𝑍𝑍𝑜𝑜) and 𝑄𝑄𝑜𝑜 are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a 
quaternion), respectively, of the object. 𝑅𝑅(𝑄𝑄𝑜𝑜) and 𝑇𝑇(𝑋𝑋𝑜𝑜,𝑌𝑌𝑜𝑜) 
are a rotation matrix and a translation matrix, respectively, 
for transforming the position of the peak into the tabletop 
coordinate system. 𝑃𝑃(𝑍𝑍𝑜𝑜) is a projection matrix that maps 
the peak on the dashed plane onto the corresponding peak on 
the tabletop surface. This equation is a forward model that 
gives the position of the peak on the tabletop given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object. 

Algorithm  
An error function that def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peaks (𝑢𝑢𝑖𝑖 ,  𝑣𝑣𝑖𝑖)  predicted by the forward 
model and their actual measurements (𝑠𝑠𝑖𝑖 ,  𝑡𝑡𝑖𝑖) is defined as 
follows.  

𝐸𝐸(𝑋𝑋𝑜𝑜,𝑌𝑌𝑜𝑜,𝑍𝑍𝑜𝑜,𝑄𝑄𝑜𝑜) =
1
2
��(𝑠𝑠𝑖𝑖 − 𝑢𝑢𝑖𝑖)2 + (𝑡𝑡𝑖𝑖 − 𝑣𝑣𝑖𝑖)2
𝑁𝑁

𝑖𝑖

 

The 6-DOF of the object, i.e., (𝑋𝑋𝑜𝑜,𝑌𝑌𝑜𝑜,𝑍𝑍𝑜𝑜) and 𝑄𝑄𝑜𝑜 , can be 
estimated by minimizing this equation with respect to 
(𝑋𝑋𝑜𝑜,𝑌𝑌𝑜𝑜,𝑍𝑍𝑜𝑜) and 𝑄𝑄𝑜𝑜.  

Given (𝑠𝑠𝑖𝑖 ,  𝑡𝑡𝑖𝑖), we solved the optimization problem defined 
as this equation using the trust-region reflective algorithm [8]. 
This algorithm proved to be effective in a 6-DOF tracker 
study [2], where the authors showed that the relative 
computing times of a simplex algorithm, a quasi-Newton 
algorithm, and a trust-region reflective algorithm for a 
similar optimization problem were 1, 0.7, and 0.2, 
respectively. 

Image Processing 
We determined the positions (𝑠𝑠𝑖𝑖 ,  𝑡𝑡𝑖𝑖)  of the peaks of the 
diffraction pattern using several image processing steps. First, 
we detected the peaks of the diffraction pattern using a 
convolution operation. Second, we chose the brightest peak 
from among them as the center peak of the diffraction pattern. 
As illustrated in Figure 5, the intensities of each peak were 

determined by their order. If the peak was close to the center, 
then the intensity of the peak was also increased as shown in 
Figure 3. Third, the other peaks were grouped into two pairs 
whose centers were close to the center peak and whose 
difference vectors were orthogonal to each other.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we computed the positions and orientations of the 
object in the following four cases. In Case 1, the object was 
in an upright posture and was translated along the Z-axis 
from Z = 59 mm to Z = 239 mm in 5 mm steps. In Case 2, 
the object was at 45° to the Y-axis and was translated along 
the Z-axis from Z = 64 mm to Z = 239 mm in 5 mm steps. In 
Case 3, the object was initially in an upright posture and was 
rotated around the X-axis from 0 to 44° in 2° steps. In Case 
4, the object was initially at 45°  to the Y-axis and was rotated 
around the X-axis from 0  to 44°  in 2°  steps.  

Figure 6 and 7 show the computed and actual Z-coordinate 
values in Cases 1 and 2. The means of the errors were 
approximately 1.34 mm and 1.23 mm, with standard 
deviations of approximately 1.49 mm and 0.75 mm for Cases 
1 and 2, respectively. Figure 8 and 9 show the computed 
versus the actual rotation angles around the X-axis in Cases 
3 and 4. The means of the errors were about 0.80°and 0.42°, 
with standard deviations of about 0.81° and 0.29° for Cases 
3 and 4, respectively. The orientation errors are relatively 
large when the rotation angle around the X-axis is small. This 
result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diffraction pattern is 

 
Figure 6. Computed vs. actual Z-coordinate values of 

LaserFoot for Case 1. 

 
Figure 7. Computed vs. actual Z-coordinate values of 

LaserFoot for Case 2. 

 
Figure 5. Intensity of diffracted laser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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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est when the object is nearly in an upright posture. We 
will be able to handle this problem in the next prototype by 
using the higher-order peaks of the diffraction pattern. 

Solving the optimization problem took about 5.28 ms (std = 
2.63 ms) in these experiments (Athlon X2 Dual-Core 245e 
2.9 GHz). This computation time is already short enough to 
make it possible to run a tracker at a refresh rate of 100 Hz. 
In fact, the bottleneck of LaserFoot tracker at present seems 
to be the refresh rate of the optical touchscreen of MS 
Surface 2, which is about 60 Hz. 

APPLICATION SCENARIO 
To show the feasibility of LaserFoot, we implemented an air 
spray application. An air spray is a painting tool where the 
density and shape of the air-sprays footprint are determined 
by its relative position and orientation with respect to the 
surfac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ir-spray and a painting 
surface is explained in Figure 10. The footprint becomes 
denser and smaller when the air-spray and surface come 
closer to each other. The shape of the footprint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orientation of the air spray. With this 
application, users can change the density and shape of a 
stroke in the same way as using an actual air spray, i.e., by 
changing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LaserFoot, without 
using any additional controls. Figure 11 shows a painting 
example created by using the air-spray painting program. 

LaserFoot is also applicable to tangible user interface (TUI) 
on tabletop devices by tracking the positions and orientation 

of physical icons (phicons) and physical widgets in the air. 
For example, we could attach a LaserFoot to a chess piece. 
The system could provide possible outcomes by tracking the 
chess piece while a user moves the chess piece in the air. 

CONCLUSION AND FUTURE WORKS 
We proposed LaserFoot tracker, which is a 6-DOF tracking 
method for targets over an optical tabletop solely utilizing 
the optical sensing capability of the optical touchscreen. We 
verified that the mean error distance and angle are less than 
1.5 mm and 1°, respectively, and the time for solving the 
optimization problem is about 6 ms. We also showed the 
feasibility of LaserFoot by implementing an air-spray 
painting application. We are currently exploring additional 
application scenarios for this interaction space.  

While the first prototyping to verify the concept was 
straightforward, several technical issues need to be solved in 
order to make LaserFoot tracker a practical solution. For 
example, the current prototype can track only one target. We 
can use a time sharing method to track multiple targets 
simultaneously. However, this method reduces the frame rate, 
making it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objects. 
Synchronization is another limitation of this method; we 
have to add additional communication methods to 
synchronize multiple objects. Using different diffraction 
patterns for different objects could be another solution for 
this issue, but additional time would be required for image 
processing. Another issue is the blurring of the diffraction 
pattern when the target is moving quickly. When this 
blurring occurs, some footprints overlap, which can make it 

 
Figure 8. Computed vs. actual rotation angles around the X-

axis of LaserFoot for Case 3. 

 
Figure 9. Computed vs. actual rotation angles around the X-

axis of LaserFoot for Case 4. 

 
Figure 10. Density and shape of footprint. 

 
Figure 11. Painting example of the air spra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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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blobs and their centers.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lurred images. We also observed 
that LaserFoot suffers from limited rotational movement. 
This limitation could be improved by utilizing two or more 
LaserFoot implementations for an object. Currently, we are 
looking for a lightweight solution to resolve these issues 
without reducing the accuracy or increasing the 
computational costs. We anticipate that LaserFoot will 
become a more practical solution for tracking objects over a 
tabletop when these limitations ar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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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ents usually do not keep themselves very active in 
class by asking questions due to psychological stress and 
cultural norms that inhibit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otification system called ‘Mark-On’ that 
informs teachers of students’ curiosities via any Internet 
connected devices such as a mobile phone or a laptop 
computer.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is to propose a 
technological solution to encourage students to ask 
questions in class by relieving the psychological pressure 
that causes student to hesitate to ask questions. We found 
that students feel more comfortable to question when they 
are free from the pressure of finding a right timing to 
interrupt the class flow and from the fear of appearing 
ignorant. The proposed system Mark-On was able to deliver 
both needs successfully, and there were more unexpected 
positive effects to the students’ question asking behaviors. 

Author Keywords 
Question Notification, Ask Question, In Class Participation, 
Ignorance, Interruption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3.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Group and 
Organization Interfaces  
INTRODUCTION 
Active problem-solving skills and creative discussions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a fast developing 
knowledge-based society.  In addition, these kinds of skills 
can be developed from long-term training and by asking a 
plenty of questions in class [5]. However, the education 
environments in Korea are not conducive to train students 
for questioning and discussion. Lectures with exam-
oriented evaluation brought a competitive atmosphere in 
class and only require students to listen to instructors. 
Eventually, many Korean university students behave 
exactly as they were taught in K-12 schools. There are lack 
of interactions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Some 
students even think that asking questions in the lecture is a 

challenging task [9]. Despite this pervasive culture and 
practices, university education should not be simply 
imparting knowledge to students, but promote the culture of 
critical discussion and creative thinking [15]. 

The specific reasons of not asking questions in class can be 
categorized by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irst, the 
internal cause is related to self-confidence about asking 
questions. Students are afraid that they could be projected 
as a fool with their questions and also worry that their 
action of asking a question may disrupt the flow of class. 
Second, the external causes are related to the classroom size 
and instructor’s teaching styles. Many students are not 
trained to ask a question, and the fact they have to speak up 
in front of the whole class with gives them psychological 
pressure. Instructors’ restless and constant teaching styles 
rarely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ask questions [7]. 
Therefore, students cannot catch a proper timing to ask 
questions and feel like interrupting the class.  

Creating an atmosphere and culture in which students can 
communicate each other and share questions with 
classmates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university lectures [7]. 
Therefore, many technological systems have been 
developed to encourage student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14, 16, 17]. For examples, ‘Clicker’ offers 
a solution to facilitate an active learning culture in a 
classroom by checking students’ understanding via a 
special device [14]. Clearly, this kind of technological 
devices can a viable solution to make students participate in 
class activities more actively. However, in this research we 
attempt to focus on a more specific problem: How to 
encourage students’ question asking behaviors in class. 

For this reason, we propose a solution that promotes active 
questioning triggered by students. With the spread of many 
mobile devices with the Internet connection such as 
smartphones, tablet PCs and laptop computers, almost all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can b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with instructors using those device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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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a mobile-based notification system where 
students can inform their curiosities through those devices 
and the instructor receives the notifications of students 
having questions, which can benefit students to ask 
questions without any interruption in the flow of class. In 
addition, students can check the fact that other classmates 
are having common curiosity within the same material, 
which may help students feel psychologically relieved from 
appearing ignorant in class.  

In proposing system = ‘Mark-On’, the way to express their 
curiosity is marking notifications on lecture slides via 
mobile devices. We have conducted an experiment with 
Mark-On and found notable impact and lessons learned, 
which can be used as guideline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notification system about students’ question asking 
behaviors in class.  

RELATED WORK 
For years,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class brings critical impacts in 
learning [1]. Accordingly,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IT-based solutions for students’ participation 
have been actively proposed and studi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communication mode, time scales and locus of 
control, the types of the existing IT solu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1) discussion-based, 2) 
response-based, and 3) messaging-based systems. 

 Discussion 
Based 

Response 
Based 

Messaging 
Based 

Examples 
Moodle 

Stack Overflow 
MathOverflow 

Clicker ActiveCampus 
Zuku 

Main Focus Question & 
Response Response Question 

In-class 
Engagement 

Before & After 
class 

(asynchronous) 

In class 
(synchronous) 

In class 
(synchronous) 

Trigger Instructor and 
student Instructor Student 

Table 1. Systems to encourage students’ participation 

First,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nstructors 
have started using online discussion forums such as Moodle, 
Stack Overflow and MathOverflow [2, 13]. Moodle is a 
popular open-source course management system and has 
been used to encourage students’ online discussion about 
previous or next classes. In addition, Stack Overflow 
(computer science) and MathOverflow (mathematics) are 
large question-answer forums for both formal education and 
self-learning.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immediacy and 
anonymity in online discussion forums are effective to 
encourage students’ participation, but work only for 
encouraging questions in online environments. Therefore, 

online discussion forum is not suitable for in-class 
questions. 

Second, a student response system (SRS) can be used to 
elicit immediate responses to questions and quickly monitor 
whether students understand key concepts. In SRS, students 
can enter their responses using a handheld remote keypad 
results are tabulated, and a graph showing student responses 
is projected onto a screen. Prior research found that SRS 
can improve class participation because it gave students 
some pressure to pay attention to class by checking their 
understanding [10]. Furthermore,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tered their discussion in class increased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understanding. However, it is not a direct 
solution to promote active questioning, but an indirect 
solution to promote an active atmosphere by giving tasks to 
students. 

Finally, the system using short message services to 
encourage interactivity in classroom has proposed the 
possibility of using mobile phones to encourage student 
questions [3]. Markett. et al. proposed an in-class tool to let 
students send their SMSs via own mobile phones to a 
central class mobile phone. In the end, this system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shy students who hardly asked 
questions because they could express their questions in text. 
After a few years, the empirical solutions like 
ActiveCampus and Zuku have been developed [18]. Both of 
them serve the function of expressing students’ questions in 
text,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First, ActiveCampus 
uses PDAs whereas Zuku uses a mobile application and 
web site. Second, ActiveCampus shows students’ questions 
and the voting result of each question on PDA, while Zuku 
shows the question on the public projection on live. Zuku 
can also be used to text anonymous questions prior to the 
class so that an instructor can answer them online. However, 
most of students said they infrequently took the extra time 
or initiative to use this feature.  

Regardless of these minor differences, they have a 
significant weakness: typing questions. For example, in the 
case study about using ActiveCampus, which is a text-
based questioning system, students said using the stylus to 
enter text messages is tedious and overloading [17]. 
Therefore, this study employs a solution where students can 
express only the intention of questions without typing the 
detail of their questions. This solution is supported by our 
preliminary pilot test where we observed that typing 
questions in text was overloading for students and 
instructors have to ask students to redefine their text 
questions.  

Overall,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hows the elements 
of encouraging questions and the possible solutions based 
on mobile phones. However, those studies promote student 
questions after class or are mainly a text-based solution. 
These methods have advantages of anonymity and 
convenience, but also have limitations in expressing 
student’s thought. Actu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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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 and students takes on a passive attitude. 
Therefore, our study aims to eliminate such obstacles for 
questioning and to promote students to express their 
question in class. 

Mark-On intentionally takes a minimalistic design in 
approach in both its requirements and purpose to avoid high 
load from students. The minimal requirement is not typing 
students’ questions but showing only the intention of 
having questions, by permitting students to easily express 
their curiosity without well-defined questions. It is the most 
differentiating feature compared to the previous text-based 
question systems. The more details of Mark-On will be 
explained in the following session.  

METHODOLOGY 
The main goal for this research is to help students to 
participate in class, and more specifically, to encourage 
them to freely ask questions when they have any unclear 
concepts about class materials. 

From the preliminary study of two in-class observations and 
student interviews, we found a number of reasons why 
students have a hard time asking questions to instructors. 
Among those lists from the previous study, we have found 
two key words that are the most critical for making students 
hesitant to ask questions; ‘Interruption’ and ‘Afraid of 
showing ignorance in public’. Our analysis is consistent 
with Dillona’s research where 72 percent of the reasons 
why students mind to question are due to the fear of 
questioning and showing their ignorance [8]. 

• Interruption: Students feel that raising a question will 
interrupt the class flow. Therefore, they have difficulty 
picking a right timing to interrupt the class by looking 
over the instructor and other classmates. 

• Afraid of showing ignorance in public: Students are 
afraid that asking questions is an indicator of showing the 
fact that s/he is the only one who does not understand the 
class material. 

In most class environments, students have to raise a hand to 
grab instructor’s attention in order to ask questions and 
such actions will make students feel not only ‘interrupting’ 
the class, but also signaling their ‘ignorance’ to the class. 
For that, our proposing solution is designed to reduce 
students’ psychological pressure to feel ‘interrupting’ and 
‘being ignored’, which will result in students to freely ask 
questions in class. 

Mark-On System 
We have developed ‘Mark-On’ to remove the above 
mentioned two obstacles about students’ questioning 
behaviors, which are the difficulty of finding a proper 
timing to question and the fear of showing ignorance.  

Mark-On is a simple system that enhances class questioning 
via notification from a smartphone or laptop. The 
notification system receives signals from students to mark 
on the slides that they are shared through the Internet. 

When their demand of asking a question reaches the preset 
threshold, then the system will notify the instructor by 
simply signaling a question mark on the slide that students 
have marked. The instructor can either stop or go on with 
the lecture for a while, but must stop at some point to 
respond to the collective questions represented as a question 
mark on the slide. The notification is not coming with any 
alarm sound or fancy graphics because our system is 
intended not to disturb a class in any circumstances. 

Students can ask questions at any time without worrying 
about interrupting the class through simply marking on the 
lecture slides where they have questions. In addition, 
students can feel justified with their questions by noticing 
that other students also have questions on the same slide. 
These shared question marks will give confidence to 
students and remove the fear of showing ignorance by 
asking questions alone.  

Experiment Design 
 

Participants 

Through the university bulletin board, we recruited 13 
participants for the experiment that was designed to teach 
App Inventor. One graduate student who is a teaching 
assistant in the university’s App Inventor class was 
participating in as an instructor for the experiment. Among 
13 undergraduate students, 4 were male and 9 were female 
students. Their major includes 3 students from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3 students from Life Science, 2 
students from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from 2 IT Engineering, and 3 students from Chemistry. 
Regarding previous experiences, there was one student who 
has basic knowledge of App Inventor, whereas 5 students 
had heard of it and 7 were never heard of it before. 

 

Methods 

For the experiment, we set up a one-time class session for 
the introduction of App Inventor1. MIT App Inventor is an 
innovative beginner's introduction to programming and 
mobile app creation that transforms the complex language 
of text-based coding into visual, drag-and-drop building 
blocks. We selected App Inventor as the class topic with 
two reasons. First, all undergraduate students where this 
study was conducted are required to take a basic 
programming class in their first year. There were no 
freshman participants, so we were able to ensure that all of 
our participants had basic knowledge of programming. 
Second, App Inventor is a relatively easy application that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basic features within one class 
session.  

1 http://appinventor.mit.edu/explore/about-us.html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81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The conceptual prototype called ‘Mark-On’ was designed 
using the Wizard of Oz technique. A Wizard-of-Oz method 
is essentially a simulation of functionality that does not 
exist in an interface application. While users perceive that 
they are interacting with the actual interface and system, in 
reality, they are interacting with another human being 
providing the responses to the user [12]. Mark-On was 
applied throughout the experiment class session to help 
students to ask questions. Prior to the experiment, we 
introduced the basic feature of Mark-On to the students and 
gave a sufficient time for them to practice to make sure that 
all participants know how to use the system. 

In a typical university class setting, instructors usually 
project prepared materials in front of the classroom to 
lecture. Normally, a student finds an unclear point from the 
slide to ask questions. In the process of asking a question, a 
student must find the right timing to interrupt and raise 
his/her hand to notify the instructor. However, in Mark-On 
it is not required for students to find the right timing nor to 
raise a hand to ask a question. Mark-On consists of two 
separate connections, which are ‘between each student and 
facilitator’ and ‘among instructor, facilitator and public 
classes’ (for our WOz prototype, the system is actually an 
experiment facilitator). The basic mechanism of Mark-On is 
shown in Figure 1.  

 
Figure 1. Mark-On system mechanism 

The initial set-up for Mark-On requires all the students have 
a digital copy of the class slides and share it with the 
experiment facilitator. To do so, we created fourteen 
‘Google Accounts’ (13 students and one instructor), and 
then created class slides using ‘Google Presentation 2 ’. 
Google Presentation has its own function to share a 
presentation file with others and work on the 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The experiment facilitator made separate 
copies of the same class slides for each student and shared 
it with them. The facilitator also shared one additional copy 
of the slides with the instructor, which was projected to the 
students during class. Then students were asked to mark on 
the shared slides if they have any questions. Once the 
facilitator receives two or more marks on the same slide, 

2  To make things clear, in Korean language setting, the 
application is labeled as ‘Google Presentation’, but in 
English setting it is labeled as ‘Google Slides’. 

then it is also marked on the projected slide. There are two 
different colored question marks to indicate the number of 
students who raised questions in the given slide. The orange 
question mark indicates 2 to 4 students who raised 
questions, and the red question mark for 5 or more students 
who raised questions. Sample slide images from the 
experiment are shown in the Figure 2.  

  
Figure 2. Two marked slide with the orange and red 

question mark (two on above slide) and a slide marked 
with yellow circle (last one) by one of the participants 

By simply putting, a question mark will notify the instructor 
that some students are having questions on the marked slide. 
Mark-On system was designed to restrict two conditions. 
The first condition is not to send a notification when there 
is only one mark on a given slide to reduce the feeling of 
ignorance of ‘being the only one’ to ask a question. We 
assumed that if the system reflects one person’s question on 
the class slide, then those students who fear of being 
ignorant would be unwilling to use the Mark-On system.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 question marks are not 
showing up immediately after two students mark on the 
same slide. If it notifies every time someone marks on the 
slide, then it will become interruptive to the class. 
Therefore, we decide to put up the question mark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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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 almost covered all materials in the projected slide. 
The instructor was told that it is up to him/her to stop or 
continue as question marks appear in the slide, but make 
sure to respond to a student’s question at any convenient 
time. 

For data collection, we administered a survey with 9 items 
for all 13 participants right after the experiment session is 
over.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bout ten minutes to 
measure three aspects: Usability, Reduction of barriers, and 
Usefulness. For each factor, we generated three questions. 
We interviewed five students who volunteered for 
interviews. The interview participants include various 
behavior patterns, as such a) those who placed a mark on 
the slide and that was answered by the instructor, b) those 
who marked a question, alone in a given slide, and c) those 
of who did not use the system at all.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a semi-structured format to find in-depth 
responses from these participants. 

RESULTS 
This case study was conducted during an one-hour lecture 
using the Wizard of Oz method. Among 13 students, seven  

students used the Mark-On system, and nine questions were 
expressed using the system; three image of question marks 
were marked on the public lecture slides. The instructor 
asked students about what they did not understand clearly 
and discussed for three minutes per each question marked 
on the public lecture slide.  

In this section, we present key findings from the survey, 
interview, and observation, respectively. 

First, the survey data indicates that the average of all three 
factors were higher than the middle points 3.0 (Table 2). 
Most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is system was easy to use 
(Mean = 3.51, SD = 1.00) and useful (Mean = 3.69, SD = 
0.84). It also reduced barriers of asking questions, which 

was the most intended effect (Mean = 3.67, SD = 0.86). 
They reported that the system helped them to ask questions 
by showing the question marks. They overall gave a high 
score that the system unloaded the pressure of asking 
questions because they did not have to ask right after 
having a confusing point, they could make questions 
through talking with the instructor and the other students 
after making a mark on the slide first. 

Second, according to the interview, students expressed that 
this system helped them to ask questions more comfortably.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through a word-level open 
coding approach. We constructed the Reason-Effect 
keywords table, which was based on the frequently 
mentioned words about the 'reason' why students hesitate to 
ask questions in class and the 'effect' of this system.  

Type Locus Codes No. 

Reason 

Internal 
Lack of Confidence 28 

Lack of Understanding 15 

External 
Hindrance to Class 62 

Teaching Style 12 
Classmates 12 

Effect 
Internal 

Confidence 13 
Better Understanding 12 

External 
No Interruption 6 

Follow up Questions 3 
Table 3. Reason-Effect keywords table (the number of 

related words) 

The Reason-Effect keywords table was constructed through 
the bottom-up approach. By analyzing each word in the 
interview transcripts, we identified common words used by 
the interviewees when they said about the reason and effect. 

Factors Questions Q. 
Mean Q. SD F. 

Mean F.  SD 

Usability 

Marking on the slide instead of asking questions directly was convenient to use. 3.31 0.82 

3.51 1.00 Marking on the slide was subtle and did not take much attention from me. 3.46 1.01 

The mechanism of marking on the slide to ask a question is easy to understand and use. 3.77 1.05 

Reduction of 
barriers 

Just showing my intention of having a question then discussing it little after reduces 
pressure of making a question right away. 3.36 0.84 

3.67 0.84 Indirectly notifying my intention of having a question relieves the pressure of interrupting 
the class flow. 4.00 0.68 

Knowing that someone also marks on the same slide that I have marked helps me to 
discuss the question without feeling ignorant. 3.54 0.84 

Usefulness 

To see the marks on the slides and have chance to hear additional explanation helped me to 
understand the class material. 3.62 0.92 

3.69 0.86 
Feeling free to ask questions at any time without feeling of interrupting the class flow is 
very convenient. 3.92 0.62 

It will be helpful to use this system in the classes at my university. 3.54 0.93 

Table 2.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N=13, values on a 5-point Likert scale; 5 =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8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After merging similar words into same codes, we generated 
nine main codes meaning the main reason and effect. Nine 
code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four groups depending on 
the locus of control; internal reason, external reason, 
internal effect, and external effect. (Table 3) 

The reasons why students hesitate to ask questions in class 
can be interpreted as either internal or external aspects. On 
the aspect of internal reasons, students said they are not 
sure that their question is a ‘good’ question, which was 
coded as ‘lack of confidence’. Further, they do not ask 
questions when they think the other students maybe 
understand what they cannot understand. These kinds of 
expressions belong to ‘lack of understanding’. 

The external reasons why students hesitate to ask questions 
are ‘teaching style’, ‘classmates’, and ‘hindrance to class’. 
If the instructor normally do not check which students are 
not understood the contents of class or busy covering all 
contents of class, then interviewee usually do not ask 
questions in that class. These kinds of expressions belong to 
‘teaching style’. The code ‘classmates’ indicates the 
external situations where the classmates in that class are not 
familiar with each other or there are so many students in 
that class.  

The most frequently expressed reason why they hesitate to 
ask is about ‘hindrance to class’. One of the interviewees 
said that, 

“I worry that my question may disturb the class. If the 
other students already understand the content I ask, then 
they can think my question disturbs the class. Also, it is 
very hard to know the timing of questioning. Whenever I 
interrupt the professor’s lecture, I feel nervous and 
uncomfortable”. 

 
Figure 3. Questions during class on system and by hands 

according to time (the dot lines mean ‘public question 
marks’) 

The effect of this system is also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Internally, the interviewees said that they 
could have confidence when they know there are some 
classmates who do not equally understand same slides. 
Additionally, other students who have understood at first 
can understand the material more clearly, because the 

instructor explains the marked slide with more detail 
explanation.  

Externally, most students expressed that when they marked 
on the slide they do not know, they were able to express 
their unclear points comfortably without interrupting the 
class. Furthermore, a few of them mentioned that the 
system triggered them to think about additional questions 
by sharing unclear points and helped them understand more 
clearly. For instance, the student who did not use this 
system also mentioned that this system significantly 
reduces the unclear points of the class.  

“Even though I didn’t use this system, I can understand this 
class more clearly due to the other classmates who 
expressed their questions” 

In our observation, students steadily expressed their 
questions using the Mark-On system. As the start of the 
first question after 5:00 minuets, students made one or two 
marks on their slide notes per five minutes. Sometimes 
students made a mark on previous slide notes. The first 
question mark on the public lecture slide was marked at 
21:00, so the instructor asked what was unclear in the slide 
to the whole class. Students who made a mark on that slide 
asked questions and also another student who did not make 
mark on that slide asked additional questions. Therefore, in 
the class, students shared their questions and ideas about 
that content together. We were able to observe that students 
started to ask questions by raising their own hand after the 
first question mark appeared on the slide (Figure 3). Before 
the first mark on the public slide, there was no question by 
raising a hand directly. By contrary, after the first question 
mark and additional explanation by the instructor, the 
students started to ask questions directly by raising a hand.  
DISCUSSION &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e Mark-On system is encouraging 
students to ask questions in class.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interview shows that Mark-On can help students to ask 
questions more easily and comfortably. We have found 
some internal and external reasons why students hesitate to 
ask questions in class. By applying Mark-On to the 
experimental class setting, we were able to see some 
improvements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After 
using the system,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at they were 
much confident from being ignorance and no longer felt 
guilty or worry about interrupting the class by asking a 
question. 

However, there were a few conceptions that Mark-On could 
not satisfy the participants; needs. First, Mark-On was 
intentionally designed not to reflect if only one person 
marks on a given slide. But some participants expressed 
that they felt little bit disregarded when their mark did not 
show up in the class slide. On the other hand, Mark-On also 
had to deliver safeness to those who worries about being 
ignorant by being the only one asking a question in a 
certain material. Therefore, Mark-On had to focu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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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elevant issue to encourage people to ask questions, 
which results in providing confidence to students from 
being ignorant. One other need Mark-On could not handle 
properly was notifying questions that appeared on the slides 
that were already covered. There are two types of questions 
related to time; one that can be asked as soon as 
information is given, and the other that takes some time to 
ask. We overlooked the fact that people need some time to 
digest information to process what is understood and what 
is not. Mark-On did not have the function to notify any 
marks appeared in the past slides. As we continue on our 
research, the next iteration of Mark-On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function of notifying delayed 
questions on other slides. 

In Table 3, ‘Better Understanding’ and ‘Follow up 
Questions’ were unexpected positive effects. Even though 
these two effects were mentioned less than the other aspects, 
the students definitely said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s more clearly using the Mark-On system.  

Furthermore, due to the sense of intimacy and closeness 
among classmates, there can be plenty of questions by 
raising hands. Practically, after the first question mark 
appeared on the public lecture slide, we observed the class 
atmosphere were softened up among the classmates, as well 
as the number of questions increased over time (Figure 3).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theorists, Clark, the 
common ground and collective activity on that grounding 
are key aspects not only of communication, but also of 
closeness and collaboration. [4]. By sharing students’ 
ignorance and common questions together, they also shared 
a similar level of knowledge background and felt closeness, 
which made students to ask questions without worry of 
losing face. It also can be interpreted as the ‘learning effect’. 
We expect that implementing the Mark-On system for a 
certain period can lead to practice for students to ask 
questions, which could eventually help students to ask 
questions directly by raising their hand. 

As a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ark-On 
system, which encourages students to ask questions in class 
without psychological pressure about finding a right timing 
to interrupt the class flow and fear of showing their 
ignorance to other classmates. The two main points of 
Mark-On, ‘no interruption’ and ‘sharing curiosities 
together’ should be considered as core features for the 
future research, which aims to improve in-class 
participation, especially students’ question asking behaviors. 

LIMITATION & FUTURE WORK  
There were som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mentioned by 
the participants.  First, the usability of the system was a 
little inconvenient, especially the way to express their 
questions using any figure. In addition, instructors can miss 
the marks appear on previous slides because there is no 
sound alarm or push alarm. The current system can be 
improved with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features below.  

(1) The way to express students’ question: Students said 
the way to express their question on a lecture slides is 
lack of metaphors. The instruction we gave them to 
express their question was just “choose your own shape 
among figures depending on your preference to 
indicate you have a question on the slide.” However, 
they said it would be better to underline on the 
sentences they cannot understand.  

(2) The way to notice the marks appear on previous lecture 
slides: While our current implementation uses a passive 
notice by only placing the visual marks on previous 
lecture slides. One of the possible improvements can be 
made through sound or pop-up notification. On the 
other hand, some students suggested that modifying the 
current system to allow only instructors to know the 
mark on previous slides could be less disturbing. 

(3) Handling of questions from only one student: The 
Mark-On system was made to notify only marks from 
more than two students. The reason we decided to 
notice only the slides that has more than two marks 
was not to give the pressure to students who worry 
about being the only one asking question and indicated 
by the instructor. Future research may explore the 
impact of notifying single questions as well as multiple 
questions to find a proper mechanism to address 
student questions time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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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3 speller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paradigm in 
the field of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However, due 
to inherent low signal-to-noise, illiterates of this system 
remains unsolved. This study proposed a novel approach to 
overcome illiterates in P3 speller system. P3 speller 
paradigm with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method was 
implemented to record single channel Event Related 
Potentials (ERP) at Fz. 8 laboratory researchers have been 
asked to count the number of target icon appeared when the 
icon prompted. Short-time Fourier transformation (STFT) 
was applied on recorded ERP. ICA blind detection 
discriminated independent components. The accuracy of 
system with and without ICA blind detection was compared. 
The average accuracy of ICA blind detection using 
Euclidean distance was highest but statistical difference 
was not found. The number of illiterates also decreased. 
The study has proven that ICA blind detection can 
effectively reduce illiterates of BCI system. 

Author Keywords 
Illiterates; Brain-computer-interface; Blind detection; ICA 
(independent component-analysis); Guides; Methodolody 

ACM Classification Keywords 
G.3. Probability and Statistics: Probabilistic algorithms 
(including Monte Carlso); H.3.3. Information Search and 
Retrieval: Clustering; H.1.2. User/Machine Systems: 
Human information procesing 

1. INTRODUCTION 
A brain-computer interface (BCI) system enabled non-
muscular communication by exploiting relevant physio-
electric signal, especially brain signals [36]. Among various 
format of BCI systems, P3 speller has been the most 
commonly used paradigm in the field [3, 28]. Various 
classification methods and feature selection mechanisms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8, 10, 20, 22], but 
illiteracy of the system remained unsolved [1, 33, 35]. 

The first classification method developed for P3 speller 
paradigm was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LD), which is 
the benchmark method of dichotomous problem [13]. This 
classification has been used until recently [30], along with 

its variation [20]. For recent P3 speller system, linear 
discriminant (SWLDA) and support vector machine (SVM), 
modified and advanced version of FLD, is most widely 
used. SWLDA is an extension of FLD which is a simple 
and efficient classification method with feature selection 
paradigm [12]. Recently, studies on P3 interface with 
patient group [10] has shown promising result, 77% of 
detection accuracy. Another variation of FLD is SVM, 
which is the most popular classification method of P3 
speller [22, 24, 27]. SVM optimizes discriminant hyper-
plane by maximizing the margin, which is the distance 
between hyper-plane and nearest feature vector [5]. 
Recently, feature selection pre-processes have been merged 
with SVM to reduce dimensionality and increase 
performance [22, 27]. Study reported by Li et al. [22] has 
introduced wavelet packet and Granger causality as channel 
selection pre-processor for SVM. The multiple-kernel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MKL-SVM) showed 
greatest performance, 89.24% detection accuracy, in the 
study. Kerne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kernel PCA) 
has also been introduced as feature selection method [31]. 
However, aforementioned studies rely on methods requiring 
heavy calculation and rely on recall factor in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which is limits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for online application. [21, 22]. 

Moreover, even with robust classification technique, 
illiteracy of SVM is still to be solved [33, 35]. Due to low 
signal-to-noise ratio (SNR) of ERP signals [26], non-
invasive BCI systems have inherent limits on classification 
accuracy. As a soluti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has been suggested as method to improve low SNR. 
ICA decomposes a multivariate signal into independent 
non-gaussian signals [18]. ICA has been implemented on 
BCI for blind detection of noise [4, 16, 19]. ICA is known 
for need of multi-channel ERP signal for decomposition of 
independent non-gaussian signals. However, Mika and 
Kleczkowski [25] decomposed EEG from signal channel to 
t-f representation by short-time Fourier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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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SVP panel icon design. Icon symbols were taken 
from television remote control. Each icon represent power, 
volume up, channel up, channel down, volume down, and shut 
down in clockwise order from left top. Shut down icon (white 
rectangle) was adopted to turn off the ERP speller system 
where as power icon (red icon) turns on/off the television. 

(STFT) and treated each time frequency distribution (TFD) 
as individual channels in a multichannel signal. The method 
was able to separate signals from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recorded from single recorder.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overcome BCI illiteracy 
by decomposing ERP signals into ICA components and 
discriminating ERP relevant TFDs. For classification, 
SWLDA and SVM was combined for greater performance. 
The forward and backward stepwise analysis [12] was able 
to select suitable features for discriminant hyper-plane and 
reduce feature space dimension. For evaluation, detection 
accuracy of the P3 interface without and with ICA process 
was compared. 

2. METHOD 

2.1. Data acquisition 

2.1.1. Participants 
8 subjects (4 man, 4 women) participated for the 
experiment. Subjects age ranged from 24 to 30 (mean = 

27.25, std = ±1.92). Participants had sit on the chair during 
the experiment. To assume daily use, participants were 
asked to freely change posture during the experiments. 
Collected data were transferred to LabVIEW platform. EEG 
was recorded with sampling frequency of 250 Hz and 
filtered between 5 Hz and 50 Hz using Butterworth 
bandpass filter. 

2.1.2. Panel design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RSVP) was adopted for 
ERP panel [32]. Icons were placed in the center of the P3 
speller panel. Each icons appeared in random order with 
inter-stimulus interval (ISI) of 300ms. Icons were designed 
accordingly to television remote controller button icons 
(power, volume up/down, channel up/down and shut down). 
Design of icons is shown in figure 1. 

2.1.3. Experimental Design 
Subjects were seated in a chair during the experiment 
instructed to count the number of target icon appeared when 
the icon prompted. Each trial started with an empty black 
screen. 2s after the start, the name of target was presented 
by speaker and the icon appeared on the middle of the 
screen to notify target to the subject. 20 flashes of all 6 
icons with ISI of 300ms were made for each trial. Training 
and online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10 minutes each 
with 15 minutes rest in between experiments. Each 
experiment consisted of 12 trials. To avoid order effect, 
target was randomly distributed in a single experiment. 
Scheme of experiment is described in figure 2. 

EEG was recorded at Fz position of 10/20 system [17]. 
Mastoid of one ear was used as reference. The EEG was 
recorded with MindWave EEG headset [29]. 

2.1.4. ERP features 
Latency and amplitude of P3 and N1 peak of ERP was 
selected as features in this study. P3 is the most popular 
ERP features used in speller system which is elicited by 
oddball paradigm [6, 15, 28]. The signal is known to be 

Figure 5. Schematics of experimental procedure. Training and online session consisted of 12 trials (2 trials per icon). To avoid 
order effect, targets were randomly distributed in a single experiment. 2 sets of experiment was conducted (total of 24 trials).15 
minute break was taken in between two sets of experiments.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88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related to cognitive activates while stimulation is present 
[11]. N1 is a negative peak mainly observed along occipital 
lobe which is originated from selective attention to 
meaningful stimulus [34], especially when people perform 
cognitive process while visual stimulus is present. 

2.2. Classification method 

2.2.1. SWLDA 
SWLDA selects statistically suitable features for 
discriminant function [21]. Features are selected by forward 
and backward stepwise analysis. Least-square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weights for predicting class of given 
ERP features. Theoretically, if the calculated weight is 
perfectly fit, the regression becomes zero. The cumulative 
student t-test value of ratio of label and feature spaces 
regression for p-value to determine statistically significant 
features. Statistically significant feature (p < .01) was added 
(forward step) whereas non-significant features (p > .05) 
were discarded (backward step). Forward and backward 
step was repeated until no features to evaluate were left. 
Feature selected from SWLDA was used as feature of SVM. 

 

2.2.2. SVM 
SVM optimize discriminant hyper-plane by maximizing the 
margins [5]. When training data are linearly separable, two 
hyper-plane where no feature vectors are in between them 
can be made. The region bounded by these two hyper-plane 
is the margin. Two hyper-planes which determines margin 
are those exactly fit to class label as in following equations.  

w∙A(x)+b=1    (1) 

w∙A(x)+b= -1    (2) 

By maximizing the margin, hyper-plane with lower 
generalization can be achieved. From geometry, the 
distance between two hyper-plane above is 2/||w||. 
Therefore, the minimum w gives maximum margin. In this 
study, LIBSVM developed by Chang and Lin [9] was used. 
MLP kernel method with a variable c = 1 and gamma (g) = 
0.07 was selected for classification. 

2.3. ICA and clustering 

2.3.1. ICA 

ICA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pproach of Blind 
separation of signals (BSS) [18]. This method was 
developed to solve cocktail party effect, which gained its 
popularity for its robust ability to discriminate multivariate 
signals into additive subcomponents. ICA finds the 
subcomponents (the independent components, IC) by 
maximizing the statistical independence of each 
components. Depending on definition of independence, 
ICA algorithm is distinguished into two different forms. 

A. Minimizing of mutual information 

B. Maximization of non-Gaussianity 

 Figure 2. Schematics of ICA and clustering procedure. STFT 
was applied to generate t-f representation of mixed signal. ICA 
and clustering was applied to TFD of STFT to discriminate 
ERP relevant signals. 

To simplify calculation, whitening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is conducted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fter the original data is whitened, FastICA algorithm was 
adopted [2]. As the original ICA cannot be applied to single 
channel separation, STFT was applied to the obtained 
signal to generate t-f representation of a mixed signal 
according to the following equation 

xmix(t) → STFT TFDmix [m×n]  (3) 

Each rows of the obtained Time Frequency Distribution 
(TFD) matrix was treated as signal from individual 
channels to mimic multichannel signal [25].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f the signals, the technique proved to be 
efficient in discriminating ICs of mixed signal. 

2.3.2. Clustering 
One problem remaining after ICA was which of the 
independent components conveyed ERP signals and noise. 
To separate ERP signal related components from noise, 
clustering of ICs was conducted. Clustering sort set of 
components into groups. Depending on the measure of 
distance used in the process, the clustering can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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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results [23]. For this study, a standard Euclidean 
distance and Kullback-Leibler (KL) distance was used. KL 
was used as non-linear clustering, which calculates non-
symmetric measure of difference between two distributions. 
Specifically, KL measures the information lost when one 
distribution is approximated by the other [7]. The definition 
of KL is as following 

KL(𝑝𝑝, 𝑞𝑞) = 1
2 ∫ 𝑝𝑝(𝑢𝑢) log �𝑝𝑝(𝑢𝑢)

𝑞𝑞(𝑢𝑢)
� 𝑑𝑑𝑢𝑢 + 1

2 ∫ 𝑞𝑞(𝑢𝑢) log �𝑞𝑞(𝑢𝑢)
𝑝𝑝(𝑢𝑢)

�𝑑𝑑𝑢𝑢 (4) 

The procedure of ICA and clustering is depicted in figure 3. 

3. Result 

3.1. Accuracy 
The average accuracy of the P3 speller system for each case 
was calculated. The accuracy represents the ratio of the 
system to correctly choose target ERP in percentage. The 
result of accuracy is summarized in table 1. 

Kolmogorov–Smirnov test revealed that the accuracy data 
was parametric, therefore ANOVA test conducted for 
variance test. The p-value of ANOVA test was above 
threshold (p = .5555 > .05). Therefore, no significant mean 
difference of accuracy between ICA methods were found. 
Post-hoc analysis with Tukey-Krammer was performed.  

 

Table 1. Summary of accuracy result. wo in the table stands 
for ‘with out’ 

 

Source SS df MS F Sig. 
Group 1029.4 3 343.1 0.69 0.564

 Error 13870
 

28 495.4   
Total 14899 31    

Table 2. Summary of ANOVA Test 

 

 

 N mean Std. 95% conf. Int. 
Low Up 

group      

wo 
ICA 8 0.268 0.052 0.174 0.362 

wo 
cluster

 

8 0.268 0.052 0.174 0.362 

Euc 8 0.345 0.052 0.251 0.439 

KL 8 0.351 0.052 0.257 0.445 

Table 3. Summary of Turkey-Krammer Test 

 

 
Figure 4.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ukey-Krammer test. 
woICA, woCls, Eucli, and KLD in the y axis stands for 
‘without ICA process’, ‘without Clustering’, ‘Euclidean’ and 
‘Kullback Leblier Divergence.’ 

Result of ANOVA and post-hoc analysis are summarized in 
table 2 and 3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accuracy among methods 
were found. Graphical representation of post-hoc analysis is 
shown in figure 4. 

3.2. ERP graph 
Subject 4 showed decrease or no increase in performance 
after ICA was applied for classification. Compared to 
illiterate subjects (subject 1, 3, 5, 8), the performance of 
subject 4 was relatively high. For evaluation, ICA 
processed ERP of subject 4 and subjects 8 (illiterate, the 
greatest performance increase observed) were graphed. The 
result is depicted in figure 5. 

4.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method to 
overcome illiteracy in P3 speller BCI. Prior studies had 
shown promising results by enhancing performance of BCI 

Subject 
number 

wo  
ICA 

ICA Processed 

wo  
Clustering 

Euclidean 
Kullback 
Leblier 

1 16.7% 8.3% 33.3% 16.7% 
2 25.0% 33.3% 25.0% 25.0% 
3 16.7% 25.0% 25.0% 25.0% 
4 50.0% 16.7% 50.0% 16.7% 
5 16.7% 16.7% 16.7% 33.3% 
6 25.0% 33.3% 41.7% 25.0% 
7 66.7% 75.0% 83.3% 83.3% 
8 8.3% 25.0% 58.3% 75.0% 

Avg 28.1% 29.2% 41.7% 37.5%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90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with robust feature or channel selection methods. However, 
those studies depend on channel selection with PCA, and 
depend on heavy calculation such as Wavelet packet [22, 
31]. Channel selection can be limited in that statistically 
decomposable does not guarantee that all features will be 
suitable for discriminant hyper-plane. The study proposed a 
relatively simple algorithm which selects suitable variables 
in feature level. 

To assume extreme case of P3 speller using scenario, 
subjects were asked to freely change their posture while 
participating in experiment. Subjects had continuously 
changed their posture to adjust discomfort, which generated 
a large noise. This was done to maximize the noise in EEG. 
As SNR of EEG is inherently low [26], the scenario was to 
generate EEG with large noise to verify if the proposed 
method can successfully classify target ERP under such 
harsh condition. 

SWLDA, which was originally introduce as classification 
technique of P3 speller, has been known for its robust 
feature selection algorithm [8, 10, 21]. By applying 
stepwise analysis of SWLDA to select decomposable 
features for SVM, dimension of feature vector was 
effectively reduced. SVM,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classification method for P3 speller [22, 30], construct an 
optimal discriminant hyper-plane by maximizing the 
margin. Using the feature selected by SWLDA, SVM was 
able to use feature vector of reduce dimension size, which 
enabled to lower error [22, 27]. 

However, robust classification technique has limits. For any 
classification methods, signals should have relatively stable 
SNR in order to achieve satisfying performance. However, 
as SNR of EEG is low [26], even with robust and complex 
classification technique, P3 speller is always bound to fail. 
Moreover, illiteracy of BCI system remains unsolved [1, 33, 
35]. By enhancing the SNR, authors predicted performance 
of even BCI illiterate subjects will show performance 

higher than mere chance. To increase to SNR, ICA process 
was applied. A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single 
channel EEG head set [29], STFT was applied to collected 
EEG data to generate t-f representation. The TFDs of the 
STFT processed EEG was treated as signal from multiple 
channels to discriminate those with non-gassuianity 
characteristics from the others [2, 25]. Moreover, to 
enhance performance, independent components selected 
from ICA process was clustered into two groups, assuming 
each group to represent noise and data. The average 
performance of ICA processed data with Euclidean distance 
based clustering showed the greatest performance. ANOVA 
test and Tukey-Krammer post-hoc analysis did not ver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ance among 
classification methods. 

Two reasons were speculated as reason for ANOVA and 
post-hoc test result. The sample size was only 8 which was 
not enough for statistical analysis. Another reason was the 
different effect of ICA on illiterate group and non-illiterate 
group. As figure 5 demonstrated, ERP of subject 4 
diminished harshly after ICA process whereas ERP of 
subject 8 increase in SNR, showing large peaks in P3 and 
N1 range. For non-illiterate user, the SNR of ERP before 
ICA would have been large. Therefore, proportion of data 
to noise would have been high. ICA would eliminate large 
portion of data from the ERP as it discriminates only 
independent components. The data in this case will be 
diminished as ICA will cut out overlapping signals even if 
it is data.  Depending on geometry and volume of data, 
different clustering methods should be applied for optimal 
result [14]. However, in this study, independent 
components were clustered using Euclidean and Kullback-
Liebler regardless to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result of ANOVA did not show significance even if the 
illiterates should dramatic increase in accuracy by 
implementing ICA noise cancelling process. For future 
studies, model-based clustering with larger sample size will 

Figure 5. ERP graph of subject 4 and 8. Blue curve represents EEG after ICA with Euclidean clustering was performed. Red curve 
represents EEG without IC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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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nducted to achieve full-fledged picture of effect of 
ICA on BCI illiteracy. 

5. Conclusion 
This study has highlighted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illiteracy of BCI by ICA process. By clustering out the ERP 
relevant signals from independent components, inherent 
low SNR of EEG was overcome. The current study is 
limited in that optimization in clustering was not available 
and subject pool size was meager. Future studies will 
demonstrate the performance in full-range by implementing 
model-based clustering methods [14] and larger sample size.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lobal Frontier R&D 
Program on <Human-centered Interaction for Coexistence>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P) (No. 2015-
0029756). The correspondence author gives special thanks 
to Seunghyun Jeon for his inspiration. 

REFERENCES 
1. Allison, B. Z. and Neuper, C. Could anyone use a BCI? 

In Anonymous Brain-computer interfaces. Springer, 
(2010), 35-54. 

2. Ansari, A., Shafie, A. B., Ansari, S., Said, A. B. M., 
Nyamasvisva, E. T., Abdulkarim, M. and Rauf, M. 
Infomax and FASTICA using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s preprocessor for airwave removal in seabed 
logging. In Anonymous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ICCOIN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2014). IEEE, 1-5. 

3. Bandt, C., Weymar, M., Samaga, D. and Hamm, A. O. A 
simple classification tool for single‐trial analysis of ERP 
components. Psychophysiology, 46, 4 (2009), 747-757. 

4. Bell, A. J. and Sejnowski, T. J. An information-
maximization approach to blind separation and blind 
deconvolution. Neural Comput., 7, 6 (1995), 1129-1159. 

5. Boser, B. E., Guyon, I. M. and Vapnik, V. N. A training 
algorithm for optimal margin classifiers. In Anonymous 
Proceedings of the fifth annual workshop on 
Computational learning theory. ACM, (1992), 144-152. 

6. Brunner, P., Joshi, S., Briskin, S., Wolpaw, J., Bischof, 
H. and Schalk, G. Does the'P300'speller depend on eye 
gaze?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7, 5 (2010), 056013. 

7. Burnham, K. P. and Anderson, D. R. Model selection 
and multimodel inference: a practical information-
theoretic approach.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2002. 

8. Ceballos, G. and Hernández, L. Non-target adjacent 
stimuli classification improves performance of classical 
ERP-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12, 2 (2015), 026009. 

9. Chang, C. and Lin, C. LIBSVM: A library for support 
vector machines. ACM Transactions on Intelligent 
Systems and Technology (TIST), 2, 3 (2011), 27. 

10. Corralejo, R., Nicolás-Alonso, L. F., Álvarez, D. and 
Hornero, R. A P300-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aimed at operating electronic devices at home for severely 
disabled people. Med. Biol. Eng. Comput., 52, 10 (2014), 
861-872. 

11. Donchin, E., Spencer, K. M. and Wijesinghe, R. The 
mental prosthesis: assessing the speed of a P300-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Rehabilitation Engineering, 
IEEE Transactions on, 8, 2 (2000), 174-179. 

12. Farwell, L. A. and Donchin, E. Talking off the top of 
your head: toward a mental prosthesis utilizing event-
related brain potentials. Electroencephalogr. Clin. 
Neurophysiol., 70, 6 (1988), 510-523. 

13.Fisher, R. A. The use of multiple measurements in 
taxonomic problems. Annals of eugenics, 7, 2 (1936), 
179-188. 

14.Fraley, C. and Raftery, A. E. Model-based clustering, 
discriminant analysis, and density esti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 458 (2002), 611-
631. 

15.Frenzel, S. and Neubert, E. Is the P300 speller 
independent? arXiv preprint arXiv:1006.3688, ( 2010). 

16.Hansen, L. K., Larsen, J. and Kolenda, T. Blind 
detection of independent dynamic components. In 
Anonymous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2001. Proceedings.(ICASSP'01). 200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2001), 3197-3200. 

17.Homan, R. W., Herman, J. and Purdy, P. Cerebral 
location of international 10–20 system electrode 
placement. Electroencephalogr. Clin. Neurophysiol., 66, 
4 (1987), 376-382. 

18.Hyvärinen, A., Karhunen, J. and Oja, E.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John Wiley & Sons, 2004. 

19.Jung, T., Humphries, C., Lee, T., Makeig, S., McKeown, 
M. J., Iragui, V. and Sejnowski, T. J. Extended ICA 
removes artifacts from electroencephalographic 
recording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1998), 894-900. 

20.Kamel, M. I. and Hadi, A. A. Improving P300 Based 
Speller by Feature Selection. Journal of Medical Imaging 
and Health Informatics, 4, 4 (2014), 469-487. 

21.Krusienski, D. J., Sellers, E. W., Cabestaing, F., 
Bayoudh, S., McFarland, D. J., Vaughan, T. M. and 
Wolpaw, J. R. A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techniques 
for the P300 Speller.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3, 4 
(2006), 299. 

22.Li, X., Chen, X., Yan, Y., Wei, W. and Wang, Z. J. 
Classification of EEG Signals Using a Multiple Kernel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Sensors, 14, 7 (2014), 
12784-12802. 

23.MacQueen, J. Some methods for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multivariate observations. In Anonymous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92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Proceedings of the fifth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1967), 281-297. 

24.Meena, Y., Prasad, G., Cecotti, H. and Wong-Lin, K. 
Simultaneous gaze and motor imagery hybrid BCI 
increases single-trial detection performance: a compatible 
incompatible study. In Anonymous. IEEE EMBS (2015). 

25.Mika, D. and Kleczkowski, P. ICA-based single channel 
audio separation: new bases and measures of distance. 
Archives of Acoustics, 36, 2 (2011), 311-331. 

26.Mir, H., Prasad, I., Yu, K., Thakor, N. and Al-Nashash, 
H. ERP signal estimation from single trial EEG. In 
Anonymous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EMBC), 2014 3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2014), 2989-2992. 

27.Rakotomamonjy, A. and Guigue, V. BCI competition 
III: dataset II-ensemble of SVMs for BCI P300 speller. 
Biomedical Engineering, IEEE Transactions on, 55, 3 
(2008), 1147-1154. 

28.Ryan, D. B., Frye, G., Townsend, G., Berry, D., Mesa-
G, S., Gates, N. A. and Sellers, E. W. Predictive spelling 
with a P300-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increasing 
the rate of communication. Intl.Journal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27, 1 (2010), 69-84. 

29.Sałabun, W. Processing and spectral analysis of the raw 
EEG signal from the MindWave. Przeglad 
Elektrotechniczny, 90 (2014), 169-174. 

30.Syan, C. S., Harnarinesingh, R. E. and Beharry, R. 
Investigating the feasibility of a BCI-driven robot-based 
writing agent for handicapped individuals. In Anonymous 
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IOP Publishing (2014), 012020. 

31.Tayeb, S., Mahmoudi, A., Regragui, F. and Himmi, M. 
M. Efficient detection of P300 using Kernel PCA and 
support vector machine. In Anonymous Complex Systems 
(WCCS), 2014 Second World Conference on.IEEE 
(2014), 17-22. 

32.Treder, M. S., Schmidt, N. M. and Blankertz, B. Gaze-
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covert 
attention and feature attention.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8, 6 (2011), 066003. 

33.Vidaurre, C. and Blankertz, B. Towards a cure for BCI 
illiteracy. Brain Topogr., 23, 2 (2010), 194-198. 

34.Vogel, E. K. and Luck, S. J. The visual N1 component 
as an index of a discrimination process. 
Psychophysiology, 37, 02 (2000), 190-203. 

35.Wang, M., Daly, I., Allison, B. Z., Jin, J., Zhang, Y., 
Chen, L. and Wang, X. A new hybrid BCI paradigm 
based on P300 and SSVEP. J. Neurosci. Methods, 244 
(2015), 16-25. 

36.Wolpaw, J. R., Birbaumer, N., McFarland, D. J., 
Pfurtscheller, G. and Vaughan, T. M. Brain–computer 
interfaces for communication and control. Clinical 
neurophysiology, 113, 6 (2002), 767-791.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9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Mo-Bi: Contextual Mobile Interfaces through 
Bimanual Posture Sensing with Wrist-Worn Devices 

 Han-Jong Kim1, Seijin Cha1, Richard C. Park1, Tek-Jin Nam1, Woohun Lee1, Geehyuk Lee2 
1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KAIST 

2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AIST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41, Republic of Korea 

{jong2jong2, sjcha, rcpark, tjnam, woohun.lee, geehyuk}@kaist.ac.kr 
 

 
ABSTRACT 
Using multiple sensor-embedded devices enables detection 
of usage contexts that extend new interaction opportunities 
(e.g., a gesture and posture composite interface). In this 
study, we explored a design space of contextual interactions 
using a mobile device and two wrist-worn devices, 
suggesting Mo-Bi, the bimanual posture-based mobile 
interface system. Mo-Bi recognizes a user’s hand posture 
compositely utilizing the spatial configurations of the three 
devices. It provides the contextually appropriate interface 
layout or application function according to the inference 
based on bimanual posture information. We suggested four 
interface scenarios of Mo-Bi that are applicable for 
common use applications in mobile context. A technical 
evaluation shows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and users 
found that Mo-Bi enhanced physical comfort and stability, 
providing interfaces that fit their context without increasing 
interaction steps for the adaptive interface. 

Author Keywords 
Hand posture; context inference; wearable device; adaptive 
interface; wrist-worn device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2.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User Interfaces. 

INTRODUCTION 
Recently, technologies of wearable and small-sized mobile 
devices have emerged rapidly. It is common for a user to 
carry multiple sensor-embedded devices including mobile 
and wearable devices, such as smart watches, digital 
bracelets, and rings. This change in mobile usage has been 
expected to provide new interaction design space, 
especially by rich context sensing from sensor data gathered 
through multiple wearable devices. This would extend the 
possibilities of detecting contextual usage and adaptive 
interface techniques that have been steadily researched in 
HCI [8, 10]. In particular, detecting the hand postures of 
handheld devices enables a system to understand the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a user’s intentions and goals 
[15].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sers to have 
intuitive and easy-to-use interfaces for contextual usage 
with recent complex devices [12]. 

Most previous studies about handgrip-sensing techniques 

focused on a single device. Past research has demonstrated 
sensing techniques by grip-awareness using acoustic touch 
sensing [14], capacitive sensors in devices’ exteriors [16], 
finger touch patterns [6] and built-in sensors without 
external implements [7]. Application scenarios have also 
been proposed showing natural user interaction with 
capacitive sensing techniques in the backs of devices [2, 3]. 
To elaborate posture recognition, recent sensing techniques 
have explored joint integration of a mobile device and a 
sensor-embedded peripheral such as a stylus [11]. However, 
potential interactions driven by various posture 
combinations from two hands were not fully explored. 
Especially rare were joint-sensing techniques with multiple 
wearable devices. 

Several previous studies attempted to detect hand gestures 
for mobile input interfaces with sensing techniques using 
wrist-worn devices [4, 12]. Chen et al. demonstrated joint 
interaction between a smart watch and a smart phone for 
extended touch input vocabulary [1]. The previous study 
mostly suggested scenarios of hand gesture sensing based 
on explicit interaction. We applied a background interaction 
framework suggested by Hinckley et al. [9] for detecting 
users’ implicit activities using multiple wrist-worn sensors. 
The mobile usage context involved various usage patterns 
beyond grasp, grip-pattern or handednes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 focused on the mobile usage context 
from combinations of both hands to provide a natural 
interaction environment before users’ actions [5] that is 
hard to carry for touch or contact-based sensing techniques. 

In this paper, we present Mo-Bi, an adaptive mobile 
interface system using an implicit bimanual posture-sensing 
technique with two wrist-worn sensor devices (e.g., activity 

Figure 1. Concept images of Mo-Bi with two smart brace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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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s, digital bracelets, and smart watches; Figure 1). We 
demonstrate four mobile applications to show adaptive-
interaction scenarios providing context-appropriate usages 
through bimanual posture information. Based on the 
preliminary user study to evaluate feasibility and user 
acceptance, we discuss the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of building an adaptive interface using implicit gesture or 
posture sensing. 

HAND POSTURE RECOGNITION OF MO-BI 
To develop Mo-Bi,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how wrist-
worn sensors could detect hand postures in natural mobile 
contexts. Therefore, there were two phases in the design 
process. First, we conducted hand-posture data gathering in 
a real mobile usage context.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e 
then developed the implicit hand-posture recognition 
software for an adaptive mobile interface system. 

Hand Posture Data Gathering 
We focused on hand postures that are common in a natural 
context of mobile device usage. We first extracted the 
initial hand-postures and mobile usage context from a 
previous hand-pattern study [13]. We collected the data of 
usage behaviors and posture from 10 right-handed 
participants (5 male and 5 female; average age 24.60) 
through simple tasks associated with the extracted context. 
They used a mobile device naturally for 16 tasks given in 
the five selected applications of typing, drawing, photo 
taking, gallery navigating, and calling. The tasks were 
comprised with different postures in portrait and landscape 
modes (e.g., typing given texts with two hands in landscape 
mode, and taking photo of object on a desk). A smart phone 
and two accelerometer-embedded wrist-worn devices for 
each hand were used for gathering the data. Three-axis 
acceleration from the three devices was logged for 10 
seconds for each task while participants carried out the task. 
The usage behaviors of participants were video recorded 
and the classifiable postures were identified through 
observation. We selected five distinctive elements of the 
most common postures in mobile computing contexts 
(Figure 2). 

 
Figure 2. Basic elements of hand postures. 

Hand Posture Classification 
A hand posture classifier was trained with the collected 
mobile usage data to classify five hand-postures. We 
applied two relative angles for pitch (φ) and roll (θ) of a 
wrist-worn device and a primary mobile device as 
classification features. The angles of wrist-worn and mobile 
devices were obtained from the three-axis acceleration in 
world coordinates. Then difference in values of the pitch 

and roll between two devices were calculated as relative 
orientation. The data was symmetrically converted and 
combined because all participants were right-handed. After 
preprocessing of feature selection, we identified that the 
angle φ determined whether a user’s hand was manipulating 
a mobile device or not (away posture) and the angle θ 
distinguished what the posture state was (touch, pen, side, 
or cradle). J48 decision tree model with tenfold cross-
validation was used with the two features of the angles to 
classify the five posture elements. 

We built posture-recognizing software based on the trained 
classifier to embed it in our interface system. First, we 
empirically simplified the result of the trained decision tree 
to eliminate the overfitting branches (Figure 3a). We then 
tuned the ranges of two angles for each pos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e decision tree through empirical trials with 
the recognizing system (Figure 3b). Second, we added state 
transition algorithm to improve the recognition accuracy. 
The data from natural usage fluctuated around the 
classification boundary and caused overfitting branches. 
We defined a condition that the state of postures only 
transits while the angle features are maintaining in range of 
8° in 4 samples. This condition can filter out accidental 
movements by excessive actions such as typing and 
drawing in natural use. To change the state, a user changes 
hand posture and stops for a while.  

 
Figure 3. Hand posture classification with (a) simplified tree 

model and (b) the ranges of pitch (φ) and roll (θ). 

Recognition Rates for Hand Postures 
We tested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posture 
recognizer with target users. We recruited 8 right-handed 
smartphone users (5 male and 3 female; average age 23.75; 
not contributed to dataset) and asked them to follow the 
tasks shown on the screen of the testing system. A total of 
16 tasks based on the combinations of five posture elements 
were given for testing (Table 1). The tasks covered pressing, 
swiping, typing, and drawing gestures with the left or right 
hand to reflect natural usage (e.g., tapping or dra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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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s sequentially as shown in Figure 4). The testing 
system showed instructions with a photo of the required 
posture set to the participants before each task. The system 
checked the state of the participants’ hand posture at 10 
random moments while they were conducting each task. 
The overall recognition rate was 95.12% and the confusion 
matrix for each posture is shown in Table 2. We validated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posture classification 
software from the previous training result. 

No. Tasks Right 
Posture 

Left 
Posture 

1 Pressing circled numbers in the area 
around the thumb sequentially 
(Figure 4a) 

Away Cradle 

2 Cradle Away 

3 Pressing circled number distributed 
on the screen sequentially  
(Figure 4b) 

Away Side 

4 Side Away 

5 Typing given sentence Side Side 

6 Pressing circled numbers and 
dragging between them (Figure 4c) 

Cradle Touch 

7 Touch Cradle 

8 Tracing lines with pen (Figure 4d) Pen Cradle 

Table 1. The usage tasks for measuring performance of hand 
posture recognizer. 8 tasks were repeated for portrait and 

landscape mode of primary mobile device. 

 
Figure 4. Example tasks for recognition tests: tapping (a, b) and 

dragging circled numbers (c), and drawing lines (d). 

Actual 
/Predicted Away Touch Pen Side Cradle Rec. rate 

Away R 316 0 0 2 0 99.37% 
L 316 1 0 1 0 99.37% 

Touch R 0 150 7 0 0 95.54% 
L 0 151 10 0 0 93.79% 

Pen R 0 44 113 1 0 71.52% 

Side R 0 0 11 375 13 93.98% 
L 3 0 14 449 10 94.33% 

Cradle R 0 0 0 7 232 97.07% 
L 0 0 0 0 316 100.00% 

* Data saving errors by testing system were excluded.  

Table 2. The confusion matrix of posture classification. 

Implementation 
We used Google Nexus 5 and Samsung Galaxy Tab 
7.7(SHV-E150S) as our primary devices. We implemented 
smart bracelets using two rooted Samsung Galaxy Gears as 
wearable sensors. All devices were connected to the 
Internet (Galaxy Gears were connected via Bluetooth 
tethering) to send accelerometer data to a server via UDP 
communication. The server calculated the relative 

orientation θ and φ to the primary device from collected 
data to determine the user’s hand posture state with 4 
samples (about 60ms) and transmitted the classified posture 
states to the primary devices. Android applications and 
server software were developed in Processing with Ketai 
library.  

MO-BI DESIGN 
We developed an adaptive mobile interface system using 
bimanual posture-sensing techniques with the developed 
posture recognizer. We explored possible contextual mobile 
interactions between a handheld mobile device and two 
wrist-worn devices through four application scenarios when 
the recognizer was applied on both hands symmetrically. 

 
Figure 5. Nine classifiable bimanual configurations and 

partial sets (dotted line) used for each application  

Application Design 
We developed four adaptive interface applications for the 
Mo-Bi system: a keypad for calling, a keyboard for typing, 
a camera, and a sketchbook application. We used nine 
bimanual configurations classifiable by the system (Figure 
5), and proposed application of interfaces based on the 
partial set of posture combinations. Adaptive interfaces of 
Mo-Bi can be explained in two types of contextual 
adaptation: layout mode and function trigger. Layout mode 
adaptation is a natural change of application interfaces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posture sets, while a function 
trigger adaptation automatically calls naturally associated 
functions or different tools without requiring extra calling 
gesture. 

Layout Mode Adaptation 
Mo-Bi provides different modes of layout for appropriate 
handedness. It provides an adjustable layout of interfaces 
for one-handed keypad and camera applications. The 
position and scale of an array of buttons can be customized 
for handedness (Figure 6a). This feature optimizes 
reachable touch area, which provides a comfortable user 
experience in one-handed contexts with either hand. 
Another example of layout mode adaptation is the mode-
switching interface triggered by relevant posture 
combinations with two hands. Recent GUI provides 
multiple mode options that allow users to conveniently 
select their preferred interface (e.g., different keyboard 
layouts for various hand grips [3]). Mo-Bi’s keyboard 
application includes five different keyboard layouts for 
natural usage with relevant postures (Figure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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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Trigger Adaptation 
Hand postures were also used for switching between 
different functions or tools in Mo-Bi. In the sketchbook 
application, using the pen and rubbing by finger can be 
used as different tools (e.g., a drawing tool mapped on the 
pen, an eraser on finger). A user is allowed to assign a 
different color and different brush style for each touch and 
pen posture state, and the assigned function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urrent posture. A visual cue is provided to 
indicate the current hand posture and the assigned function 
to prevent confusion due to the low recognition rate of pen 
posture (Figure 7a). On the other side, the holding hand can 
be used to trigger other functions. Different holding-hand 
postures can command to reveal or hide the toolbar of the 
application (Figure 7b). 

 
Figure 7. Function-trigger adaptation in the sketchbook 
application with (a) calling tool and (b) hiding toolbar. 

USER STUDY 
We carried out a preliminary user study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our application design with 6 participants (4 
males and 2 females; average age 26.8). All participants 
were right-handed smartphone users. We demonstrated all 
the Mo-Bi interactions to the participants and let them 
experience the applications for approximately 10 minutes. 
We asked them to think out loud while using the Mo-Bi 

system. After the usage session, we interviewed them, 
focusing on questions of ease, comfort, usefulness, 
difficulties, and general comments. All sessions were 
video-recorded and audio-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and coded by an affinity-diagramming method. 

Results 
From video observation, change in hand-posture behaviors 
were observed an average of 55.6 times per participant as 
they experienced the system. The switching error of 
interface by posture changes occurred 11.4 times on 
average (failing to call intended interface). Those errors 
were observed more in the early phase, and decreased as the 
participants came to understand the system’s range and 
exactly how it responses. After then, the participants could 
adjust angles of hands slightly to correct the interface as 
they want. On the other side, unexpected accidental 
responses, which are instantly appeared without intentional 
hand posture change, occurred 14.8 times on average during 
the 10 minutes experience. False recognition was most 
frequent in the keyboard application, where hands were 
unsteady and had rapid movements. In the sketchbook 
application, pen posture was also caused errors because the 
angle of the pen varies according to the touch points on the 
screen, affecting wrist angles.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Mo-Bi worked stably 
enough to experience the system. Partially assigned posture 
sets for each application, as shown in Figure 5, reduced the 
false recognition rate of the implemented system; for 
example, the camera application used only three posture 
sets and there was no response to the interface by other sets.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 system is intuitive and 
understandable. Participants appreciated the subtle changes 
in size and layout of the interface according to their 
postures. They mentioned that the Mo-Bi enhanced physical 
comfort and stability especially in one-hand contexts, where 
it reduced the unreachable touch area based on their 
postures. Some participants expected that this feature would 
be more effective for a bigger mobile device. Mo-Bi also 
improves efficiency by enabling mode or function changes 

Figure 6. Layout mode adaptation for (a) handedness and (b) switching interfac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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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any extra interaction step. Participant M2 
mentioned that “having a keyboard automatically adapted 
to my hand posture was a better experience than a mode-
change gesture or button.” Similarly, participant M4 
reported, “I like the sketchbook application most because I 
can switch two settings naturally, which helps me focus 
more and draw faster.” Meanwhile, some participants 
suggested providing feedback on posture with visual cue for 
beginners to match between the posture and its effects 
faster while learning and adapting to the system. 

DISCUSSION AND FUTURE WORK 
Interface Attentive to Context 
It is evident that the context of us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to consider when designing an adjustable 
interface [10] in our study. Depending on the context, an 
adjustable interface (size and arrangement of keys, layouts, 
touch area, and human factors) can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utilized for more appropriate adaptation. For 
example, participant M3 suggested, “The keyboard layout 
for one-hand grip would be better suited with 10 keys (as 
multi-tap keyboard) rather than Qwerty for easier typing.” 
Meanwhile, attention was drawn to the design issue of 
balancing physical comfort and preventing critical errors in 
certain contexts. M4 wanted the call-end button to be 
located away from the thumb to avoid accidental touch. For 
similar purposes, an untouchable area can prevent 
accidental touch on the screen area close to the holding 
hand while the other hand actively touches the screen 
(Figure 8). 

 
Figure 8. Preventing critical errors by  

(a) button position and (b) untouchable area. 

Shortcut for Reducing Interaction Steps 
Our future work can explore more active adaptation to 
reduce interaction steps. The mode adaptations of current 
applications were mainly focused on layout changes, but 
some participants suggested appropriate shortcut interfaces 
for related functions. For a calling context, M4 expected as 
the automatic function execution that “the number pad 
would pop up first for one-hand side grip.” Similarly, F1 
mention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have editing menu on 
the screen when I try to touch with index finger while using 
camera function” (Figure 9). Based on the history of 

application usage flow, Mo-Bi would provide the proper 
menu or function in advance, minimizing the process. 

 
Figure 9. Triggering shortcut menu by hand posture change. 

Improvements to Mo-Bi System 
Mo-Bi classifies hand postures with wrist rotation, which 
may cause errors when the mobile device is not in use with 
a certain hand. To prevent such a problem, the proximity 
between the mobile device and the hand should be 
recognized with additional sensing technologies such as 
ultrasonic signals. Also customized adaptations for users 
and devices can be considered. For instance, button size 
might be differentiated by hand size or device type. A 
personalized system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in 
recognizing idiosyncratic individual postures, such as pen 
grip. Automatic training processes with improved 
recognition algorithm and proper manual calibration 
processes need to be further studied to maximize the 
benefits of adaptive interfaces. 

Requirement of Multiple Wrist-worn Devi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ssues of wearing multiple 
wrist sensors (e.g., situations where multiple wearable 
devices cannot be worn). Single wrist-worn device can be 
used to presume a hand posture state, but it is difficult to 
offer richer contextual interactions in bimanual usage. For 
example, our sketchbook application demonstrated 
independent interface modes for both right and left hands 
and it is difficult to be demonstrated with only one wrist-
worn sensors. Our research demonstrated experiences using 
four limited applications through a preliminary user study. 
We plan to explore more useful contexts for bimanual 
mobile usage and demonstrate Mo-Bi system with the 
contexts. The feasibility and impact of Mo-Bi in real 
environments should also be studied further. 

CONCLUSION 
In this paper, we illustrated a bimanual posture based 
mobile interface system and four mobile applications. The 
technical evaluation and preliminary user study of 
contextual adaptive interface shows the feasibility and 
acceptance of the system. We expect that the wearable 
sensor-based interface and insights from the study 
contributes for future contextual mobi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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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lled by the recent advances in digitization of books 
and computational methods for automated text analysis, we 
are witnessing a promising opportunity for a serious 
scientific study of narratives. The importance of such an 
endeavor stems from the fact that a good story, albeit often 
fictional and artificial, is composed of highly believable 
characters who interact and experience a sequence of events 
together in a realistic world setting, and thus a better 
understanding of narratives may yield new insights for 
comprehending various social phenomena as well as 
literature. Here we present a scientific framework for 
modeling narrative as complex networks, which allows us 
to study how the narrative structure is reflected in the 
network of characters and how they allow u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narrative progression. This demonstrates 
the type of complexity that must be addressed by the 
scientific framework for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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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 recent years, advances in quantitative methodologies for 
the modeling and analyses of large-scale heterogeneous 
data have made possible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complex social, technological, and biological systems from 
novel perspectives. And the horizon is expanding from such 
traditional complex systems to other fields including culture 
and humanities to find answers to new and long-standing 
problems, helped by the advent of large-scale data sets. For 
example, massive digitization of books (e.g., Project 
Gutenberg [14] and Google Books) have allowed scholars 
to perform high-throughput analyses of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ctive memory, the adoption of technology, 
censorship, and historical epidemiology [19].  The global 
nature of web and the social media are also enabling 
massive transnational studies of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Dodds et al. have recently studied the 
sentimentality of ten more popular human languages using 
data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books, subtitles, song 
lyrics etc. [9]. Park et al. studied complex network of 

western classical composers constructed from a 
comprehensive recordings data from ArkivMusic [4] and 
revealed its basic properties and growth dynamics [22]. 
Schich et al. analyzed the network of notable individuals 
and showed the emergent processes in cultural history [25]. 
Among many data analysis frameworks, one that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in recent years is network 
science. Network science attempts to uncover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a complex system from the patterns 
and the nature of the connections or interactions among its 
components [15].  By focusing on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things, network science has made great strides in 
enabling a deep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systems 
easily recognizable as a network such as the Worldwide 
Web [2, 3] and the Internet backbone [8], but also those that 
have been intensively studied in other traditional domains 
such as biology, management, and sociology [6, 7, 13, 17]. 
In this paper we also aim to utilize the network framework 
to study a system that has not yet been widely studied by 
the framework although, as we argue later, we believe it can 
benefit hugely from a network treatment: narratives or 
stories. Narratives, or stories as they are called more 
colloquially, have long been studied by narratologists who 
tried to reveal universal patterns therein as they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narratives in how we perceive and 
portray the events and the world around us. A narrative is, 
at its core, a series of events, real or fictional, presented to 
the reader or the listener.  Therefore the connection between 
the elements of the events -- people (characters), things 
(devices), environment etc. are very important in the 
construction of a well-written, engaging narrative. It is this 
importance of the connections between the elements that 
render narratives an appropriate topic for network science. 
While still in its infanc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notable works in the past several years that d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networks for understanding narratives. The 
community structure of the co-appearance network of 
characters from Victor Hugo's Les Misérables [21], the 
network of characters from William Shakespeare's Hamlet 
constructed from word exchange [20], and the social 
networks of characters from 19th-century British novels 
and serials from conversations [10] are such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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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ory in narratology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defines a narrative 
as “a spoken or written account of connected events.” In 
literary studies, a good narrative is said to involve a 
coherent message or overarching theme consisting of a 
continuant or consistent subjects, and constitute a whole 
from beginning to end.  As such, the events described in a 
narrative often make a coherent point or relate to a single 
communicative goal. The essential building blocks of a 
narrative are said to be characters (also called agents or 
actants), events, and the causal and temporal relationships 
that weave them [5, 24].  A narrative is often broken down 
into smaller units such as acts, chapters etc. organized 
around a central theme or conflict [1]. 

Of the aforementioned building blocks of a narrative, 
characters are often the most central since the progression 
of the narrative is realized via their actions, transformations, 
and interactions with other characters. These constitute the 
plot of the narrative - its backbone, so to speak - referring to 
the main events being presented as an interrelated sequence.  
There have historically been many attempts to characterize 
the plot structure of narrative plot by extracting common 
and oft-observed patterns. The oldest and the most 
prototypical one is Aristotle's three-act plot structure theory: 
Act One is the setup where the central theme and question 
are raised, followed by two major turning points that form 
Acts Two and Three before the narrative concludes with a 
climax and a final resolution. Variant forms of it such as a 
four-act plot structure theory exist as well [11, 27]. 

While the three- and four-act structure theories may be 
useful, there are naturally many ways in which they can be 
extended to be able to help us understand the huge volume 
of narrative or stories that exist in literature.   That is, in 
fact, not only possible but also necessary: the themes may 
be different from narrative to narrative, and each narrative 

may contain more than three events and many more 
characters, resulting in the level of complexity that requires 
dividing the narrative into more than a flat structure 
composed of mere three or four smaller units. An 
interesting work in this direction is by Propp who, while 
trying to describe Russian folktales using formalism based 
on symbolic notation, proposed two layers of a narrative, 
the fabula and the sjuzet [23].  The fabula refers to the 
entirety of all the events that occur in the story world, while 
the sjuzet is its subset that are explicitly presented to the 
reader.  For instance, when a narrative is depicting 
character A engaged in some action (e.g., fixing a lunch) it 
forms the sjuzet, while the rest of the characters in the story 
world and their actions are not. Although they are not 
presented to us explicitly as they are happening, they are 
still important for the consistency of the story world. They 
can therefore be said to be always interacting with the 
sjuzet implicitly, and how they influence and reflect the 
narrative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narrative. 

Character-centric network representation: Interacting 
timelines 
Given that it is often the characters that advance a narrative 
through their actions and interactions, it is appropriate to 
represent the structure of narrative as a collection of 
character appearance and interactions.  Since there are 
many characters appearing concurrently in the narrative, we 
represent the narrative as a set of interacting timelines of 
the characters, shown in Fig. 1 (A). A character's timeline 
shows their appearance in each stage of the narrative and 
interactions with others. What we consider as an 
appearance of a character and an interaction with others is 
up to not only the narrative format but also the modeler's 
choice. It is easy to do for a dialog-driven script for a movie 
or a play since the point of a character's appearance and 
their dialog partners are clearly marked. In a novel, 

Fig. 1.  (A) Character-centric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a narrative. A narrative is composed of character timelines, a record of the 
character's appearances in each narrative unit. Characters interact when they appear in a unit together. (B) Narrative units are not uniquely 
defined. One possibility is to use the author's designation (i.e. the Volumes, Books, or Chapters of Les Misérables). Here we introduce the 
concept of Sequence based on character composition, defined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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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can be ambiguities in determining the exact 
point of action or interaction by characters. For our analysis 
of the Les Misérables we choose to define a ``narrative 
unit'' or ``sequence'', and consider two characters to be 
interacting when they appear in the unit together. In this 
sense, we mean an interaction to mean not only an explicit 
conversation or contact but also being experiencing a 
common event and sentiments such as happiness or sadness. 
This latter kind requires an advanced text analysis and is 
thus out of the scope of this work, but will be performed in 
a future study. In Fig. 1 (B) we show the many levels of 
narrative units in Les Misérables. The Volume, Book, and 
Chapter (not shown due to their high count) are the 
designations by the author (Victor Hugo), while the 
Sequence is a grouping of the Books based on character 
composition; the exact method will be explained later. Each 
one could be used as the narrative sequence in Fig. 1 (A), 
although we use the Sequence in this paper. 

DATA AND METHODOLOGY 
We analyze the English translation of Victor Hugo's Les 
Misérables [16], freely available on Project Gutenberg [14]. 
Based on the Paris Uprising of 1832 CE, it is considered a 
classic that vividly conveys the social conditions of a 
tumultuous era and insights into the human psyche via 
richly developed characters and many intersecting plots and 
subplots.  The main plot follows fugitive Jean Valjean who 
transforms into a force for good in a chaotic France while 
constantly being haunted by the constant shadow of his 
criminal past [29]. In the process he interacts with a wide 
range of characters some helpful or friendly, and others 
antagonistic and dangerous to him. The partial list of the 
major characters is as follows. Fantine: A young woman 
appearing in the beginning of the novel who is abandoned 
along with daughter Cosette. She leaves Cosette in the care 
of the Thenadiers who abuse her and keep demanding 

money. Valjean rescues Fantine when Javert, an inspector, 
arrests her on charge of assaulting a man. 

i. Cosette (friendly): Valjean's adoptive daughter who 
once served the Thenardiers. Under the loving care of 
Valjean, she grows into a beautiful woman and falls in 
love with Marius. 

ii. Marius (friendly): A young student associated with 
“The Friends of the ABC,” a group that leads the Paris 
revolt. He falls in love with Cosette but fights in the 
barricade after parting with her. He is later rescued by 
Valjean, and marris Cosette. 

iii.  Javert (hostile): A police inspector who relentlessly 
pursues Valjean. After being saved by Valjean at the 
barricades and realizing the immorality of the system he 
has dedicated himself to, he commits suicide. 

iv. Thenadier (hostile):  A cruel, wretched man who abuses 
little Cosette. A lifetime schemer of robbery, fraud, and 
murder, he conspires to rob Valjean until being thwarted 
by Marius and arrested by Javert. He becomes a slave 
trader in the United States, and passes information on 
Valjean's true identity  

Dividing a narrative into meaningful units has a long 
history. Narratologists, notably Tzvetan and Todorov, tried 
to define the smallest unit of story dividing narrative into 
propositions and sequences [26]. They proposed that at a 
minimum five propositions of Equilibrium, Disruption, 
Recognition, Attempt to Repair the Disruption, and 
Reinstatement of the Equilibrium compose a sequence, as 
the smallest plot, that make up the bare minimum of a 
completed story.  Each proposition has an actant, a verb, 
and an adjective, each representing the character, event, and 
setting - the very basic element of story.  
Les Misérables consists of 365 Chapters, 48 Books 
(collection of chapters), and 5 Volumes (collection of 

Fig. 2 The character network of  Les Misérables. The node radius is proportional to its degree (the number of its neighbors), an indicator of 
the character's importance of activity in the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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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One may accepted them as narrative subunits, as 
they do correspond to specific topics of themes of the 
novel. For instance, the five volumes are titled “Fantine,” 
“Cosette,” “Marius,” “The Idyll in the Rue Plumet and the 
Epic in the Rue St. Denis,” and “Jean Valjean,” showing 
what they are primarily about. We find, however, using the 
volume as the narrative unit unsatisfactory for a couple of 
reasons. First, five units appear too few to properly capture 
the structure of a long novel known for many intersecting 
plots. Second, choosing to use the finer chapter or book as 
the unit still may not properly capture the novel's structure, 
since each plot or storyline may span different numbers of 
chapters or books. In this paper we propose way to bundle 
them into based on the changes in the characters in 
adjoining chapters, which we call “Sequences.” Our 
character-based sequence determination method is as 
follows. Of the three elements of story, because the 
characters are the most straightforward to detect in a 
digitized text and play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narrative 
progression, we assume that two consecutive bodies of text 
containing similar characters to be highly relevant to each 
other, parts of a common story arc or event. Specifically, 
we start from the 40 books (excluding 8 of them containing 
no characters) of Les Misérables, we calculate the similarity 
between consecutive books with regard to character 
composition (we used the cosine similarity, but other 
measures such as the Jaccard similarity could be used), and 
bundle consecutive books that are more similar than a 
prescribed threshold. Taking the threshold to be the average  
(equal to 0.481) of the similarities we end up with 21 
narrative units (see Fig. 1 (B)).  

NETWORK OF CHARACTERS: TOPOLOGY AND 
GROWTH  
Our analysis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characters in 
a narrative since plot is defined as a chain of interaction 
centered around protagonists. In fact, one can easily see 
from many well written stories that it is often the 
adventures, tribulations,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haracters that make up principal component of a narrative 
itself. Therefore, structure of relationship represented in the 
characters network may indicate the state of certain 
characters showing the scope of the relationships they are 
involved in and their characteristics. Moreover, because 
interactions with different characters - allies and enemies - 
causes the changes or transitions that move a story forward, 
dynamics of relationships is the driving force of the 
character’s developments and, consequently, the narrative 
as a whole.  
Our network of Les Misérables contains 63 characters after 
very minor ones are excluded. The simplest network 
between these characters can be constructed by drawing an 
edge between two characters if they have appeared in a 
chapter together [21], resulting in m=504 edges. This means 
that 25.8% of the character pairs are connected (called the 
connectance of the network). See Fig. 2 The mean geodesic 
path length (a geodesic is the shortest path between two 
nodes) is 1.85, while the network diameter (the longest 
geodesic in the network) is 4 (between the pair of Babet and 
Geborand, and 17 other pairs of relatively minor characters) 
and the clustering coefficient is 0.77.  The network is 
therefore denser and more compact than typical social 
networks [18, 28] [30]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rrative flow, what interests 
usis how the network grows over time and what the patterns 
can teach us about the narrative. This is because the 
network is essentially coupled to the narrative flow: starting 
from an empty network in the beginning of the narrative, 
the network grows as new characters are introduced and 
interact with others until the end of the narrative. The 
temporal growth of the network is intimately connected to 
the concept of narrative stages.  A common classification of 
narrative stages is Exposition, Rising Action, Climax, 
Falling Action and Resolution [12]. The Exposition stage 
introduces the characters and the space they inhabit. Once 
the motives and allegiances of the characters are presented, 
in the Rising Action the characters begin to struggle against 
each other until all conflicts are resolved throughout the last 
three stages. Based on this stage distinction, therefore, we 
can assume that n and m would not simply increase linearly 
in time but nonlinearl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distinct stages. In Fig. 3 we show the growth of n and m 
along the narrative time (measured in chapters). As 
expected, the growth is not linear, especially for the number 
of nodes n; the characters are introduced early, and there 
are specific points where many multiple characters are 
introduced simultaneously (noted S1, S2, and S3 in Fig. 3) 

Fig. 3. The growth of the number of characters n and the number 
of edges m. The growth is nonlinear (i.e. growing at a uniform 
rate), indicating that different points of the narratives serve 
different purposes in the growth of the network. We note five 
stages S1 to S5 that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structure and patterns of network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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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uggest they are Exposition stages. An inspection of the 
actual story confirms our hypothesis: 

• S1: Fantine's friends are introduced while her 
happy days are depicted. 

• S2: Valjean's former fellow prison inmates appear 
during the trial of the fake Valjean. 

• S3: “The Friends of ABC” (young progressives) 
are introduced, debating on various issues of the 
day. 

There is also a stretch of chapters S4 where the network 
shows little growth. This part largely coincides with volume 
2 (“Cosette”) of the novel which contains chapter with no 
narrative progression (the author digresses to discuss the 
battle of Waterloo, religion, the vagrant children of Paris 
etc.) or one that is not driven by new interactions between 
characters, being mainly about Valjean and Cosette fleeing 
form the pursuit of Thenadier and avoiding people in 
general. Finally, near the end of the narrative at S5, it is the 
number of edges m that lead the growth of the network 
while n shows little increase. This - new edges are being 
created between existing nodes without the addition to new 
ones - implies a convergence of the characters into a 
common environment; the environment is in fact the 
barricade where nearly all major characters converge.  

The network growth pattern shown Fig. 4 is aggregate. To 
understand the narrative structures based on the character 
network in more detail, we now study the centrality of each 
character. We introduce three measures: Appearance $a$, 
unweighted degree k, and weighted degree w. The simplest 
way to quantify the centrality of a character in a narrative is 
the number of narrative units (chapters in this case) in 
which a character appears. We call it the character's 
appearance a. We show the final histogram of n(a) 
measured in chapters in Fig. 4 (A). It has a skewed 
distribution with many characters appearing in a handful of 
chapters and a few characters appearing in many chapters, 
for instance Marius in 122, Valjean in 121, and Cosette 97, 
whereas the mean and the median are 19.3 and 9 
respectively, nearly an order of magnitude smaller than the 
most frequent characters.  In Fig. 4 (D) we show the 
temporal growth of each character's cumulative appearance. 
Although Marius and Valjean are similar in the total 
appearances (122 and 121, respectively), how they are 
reached is very different.  Valjean first appears in the 
beginning of the novel and then with regularity until a 
noticeable absence between chapters 160 and 233 (showing 
a plateau).  During Valjean's absence, Marius, making his 
first appearance in chapter 170, takes the center stage in the 
novel and appears in almost every chapter until he 
overtakes Valjean in appearance.  This is a direct reflection 
of the structure of Les Misérables: the first part is mainly 

Fig. 4 (A) Appearance and  (B) unweighted, (C) weighted version of degree distribution of characters in Les Misérables . Some of 
characters have high values in three distributions, while many of characters shows relatively small numbers. (D) Appearance of characters. 
The three most frequently appearing characters are Marius (122), Valjean (121), and Cosette (97). (E) Unweightd degree of characters. The 
three highest-degree characters are Valjean  (43), Cosette (41), and Javert (39). (F) Weightd degree of characters. The three highest-
weighted degree characters are Valjean (5203), Marius (4148), and Cosette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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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Valjean (with Marius absent), the second part is 
mainly about Marius (with Valjean absent), and the final 
part features both as major characters. 
In the degree, on the other hand, differs significantly with 
appearance: Here the three highest-degree nodes are 
Valjean 43, Cosette 41, and Javert 39, whereas Marius is 
down to 34.  This means that nature of the social sphere 
around a character cannot be sufficiently captured by 
appearance alone; in this particular case, this shows us that 
Valjean is a well-travelled character linking many different 
spheres of the story world, whereas Marius associates with 
a narrow pool of characters (namely the young fellow 
rebels) and his lone love interest Cosette. The weighted 
degree, the total number of times a character meets others, 
shown in Fig. 4 (E) and (F) is in a sense a combination of 
the two. Here Valjean is again the leading character, 
followed by Marius, Cosette, Thenadier, and Javert. 
Simple centrality measures such as the degree introduced 
here typically measure the importance of a node in a single 
context, losing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connections. In a narrative whe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can be of very different qualitative types - friendly 
or hostile, for instance - and they matter to the drama, we 
ought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network analysis as well. 
QUALIFYING THE NATURE OF INTERACTIONS VIA 
SENTIMENT ANALYSIS 
ur analysis so far has not distinguished the types of 
relationships. While it renders the analysis simpler and 
allows us to identify important nodes using straightforward 
centrality measures, it incurs loss of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interactions between characters, which could lead 
to a more meaningful understanding of the narrative.  For 
instance, the vast difference in nature between Valjean's 
relationships to Cosette and Javert  - the former helpful and 
sympathetic, the latter hostile and antagonistic - are at the 

center of Les Misérables's storyline, driving the narrative 
and influencing the actions of the characters.  While there 
have been found some relation and character types 
occurring in narratives [27, 23] here we apply a modern 
computational linguistic tool called Sentiment (Mood) 
Analysis to identify the nature of character relationships 
from the text of a narrative, and explore what we can learn 
about the narrative structures from them. 
Sentiment Analysis, also called Mood Analysis or Opinion 
Mining, is a computational method for determining the 
qualities of a given text based on the words it contains.  The 
origin of the technique can be traced to an attempt in the 
1990s to which we combine into a single chapter polarity 
index σi ≡ �log10

πi+1
vi+1

�   σi  is is larger (smaller) than 0 
when it is more positive (negative), and equal to 0 when 
neutral ( πi = vi ). We then end up with the set 
∑{σ1 … σc} , where c = 365  is the number of chapters in 
Les Misérables, of chapter polarity indices.  In Fig. 5 we 
show the polarity values {σ} of the chapters. The sentiments 
of chapters appear to match their content moderately well; 
for eight select chapters (four positive and four negative) 
we show their contents: positive chapters depict uplifting 
characters or events (e.g., introduction of Myriel, a man of 
great character in Chapter 12) and happy events (e.g., 
Fantine going on a picnic, Cosette and Marius falling in 
love etc.), while negative chapters depict pain and suffering 
(e.g., Valjean nearly drowning in Chapter 22, Fantine living 
miserably in Chapter 51, war in Chapter 81, and lovers 
parting etc.). To quantify the sentimental qualities of 
relationships, we define the expected sentiment σ�(α)  of 
chapters in which the character appears. Then we define the 
co-sentiment of character pair (α, β) as  

Fig. 5 Sentiment polarity indices of the chapters of Les Misérables. The 48 books of Les Misérables (collections of chapters) of the novel 
are separated by gray vertical bars. Each Book is colored (blue for positive and red for negative) according to the average polarity index of 
the chapters it includes. The sentiments of chapters appear to match their content moderately well; for eight select chapters (four positive 
and four negative) we show their contents: positive chapters depict uplifting characters or events (e.g., introduction of Myriel, a man of 
great character in Chapter 12) and happy events (e.g., Fantine going on a picnic, Cosette and Marius falling in love etc.), while negative 
chapters depict pain and suffering (e.g., Valjean nearly drowning in Chapter 22, Fantine living miserably in Chapter 51, war in Chapter 81, 
and lovers parting etc.).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105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Γ(α, β) =σ �(α, β) −  σ � (α)+σ � (β)
2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sentiment of 
chapters where α and β co-appear and the average of each 
character's expected sentiment. Thus, it is positive if α and 
β  experience more emotionally positive events when 
together than by themselves, and vice versa. 

The average chapter polarity is 0.060.01. While obviously a 
mix of tragic and happy story elements, Les Misérables 
nonetheless boasts an overall positive sentiment. This is 
likely to be another case of the so-called Pollyanna effect 
that refers to a universal positivity bias in human language. 
Given this fact, it is not surprising that for many of the 
characters the mean polarity values are positive (see Fig. 6 
(A), where the characters are sorted according to 
appearance a), and Javert, an often joyless person, indeed is 
more negative than Marius, Valjean, and Cosette. Another 
notable point is that the leading characters (higher in the 
plot) show a wide range of sentimental values, unlike the 
marginal characters (lower) who tend to be more 
consistently sentimentally positive. This again highlights 

the role of leading characters as carriers of the narrative 
progression with respect to its sentimental states, in contrast 
to short-lived, marginal characters characterized by 
constant sentiments. The role of sentiments in the network 
of characters can be studied by exploring the co-sentiments 
Γ  of character pairs, shown in Fig. 6 (B) for 63 most 
frequently co-appearing pairs, and in Fig. 3 where the 
colors of edges are colored according to this quantity (blue 
for net positive, and red for net negative).  They appear 
reasonable in many cases: Cosette and Marius who develop 
into lovers are indeed happier on average when together 
than by themselves, evidenced by the net positive Γ. But 
also in this we see that the fluctuations are sizable, 
demonstrating the sentimental complexity in character 
relationships, just as in real life.  For instance, Cosette and 
Marius show the happiest sentiment when they meet and 
fall in love, but precisely because of their love they can also 
experience a very negative mood when they part and one 
gets gravely injured later at the barricades. Also, Javert and 
Valjean, as hostile as their relationship is throughout the 
narrative, show a net positive co-sentiment, helped by the 

Fig. 6. (A) The sentiment polarity indices for the characters of Les Misérables. The yellow diamond indicates the mean, and the black bar 
indicates the median value for the chapters in which the character appears in. The blue box contains 25% of the chapters in which the 
character appears below the median, and 25% above the median. Notably, the leading characters (higher in the plot) show a wide range of 
sentimental values, unlike the marginal characters (lower) who tend to be more consistently sentimentally positive. (B) Co-sentiment 
polarity indices of character pairs. Cosette and Marius who develop into lovers are indeed happier on average when together than by 
themselves.  But the fluctuations are sizable, demonstrating the sentimental complexity in charact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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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where Javert lets Valjean go and carry Marius to 
safety. 

The sentimental nature of the relationships also reflects the 
narrative structure, and using the information allows us to 
understand the narrative in more detail, as expected. 
However, the wide fluctuations in the sentiment polarity 
indices again tell us that we need to explore the dynamical 
changes in the sentimental nature of relationships as the 
narrative progresses.  This topic will be further explored in 
a future study.  

DISCUSS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establish a network framework for 
studying a narrative. By modeling a narrative flow as a 
growing dynamic network of characters, we demonstrated 
what the evolving network patterns reveal about the 
narrative structure. We also introduced a method to 
quantify the qualitative, sentimental nature of character 
relationships, which showed us the complexity of 
relationships, as in real life. While this work is the first part 
of a longer exposition, we believe that this work contains 
some useful and fundamental ideas for bringing the 
methods of complex networks towards understanding 
narratives. Given the ubiquity and the importance of 
narratives and good storytelling, we hope our work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ny useful theories and 
applications in understan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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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countless of software keyboards 
algorithms trying to assist the user. Some try to 
correct the user, whereas other algorithms try 
prevent the user from typing wrong in the first 
place, by changing the key sizes, for example. In 
this paper it is talked about an algorithm that uses 
Facebook messages to try to adjust the key-target 
sizes, before the user even started using the 
software keyboard. For the 9 participants the 
accuracy was 90% on average. The algorithm 
also assisted the user 2.14 times more than it 
prevent the user from pressing his or her intended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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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smartphone these days is 
evident. The increased usage of smartphones now 
exceeds the usage of the computers. And 
Facebook has noticed that many of their users 
nowadays almost exclusively connect to 
Facebook through their smartphone. Our 
smartphone is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which we want the experience to be as 
seamless as possible. 

On smartphones there are sensors that enables 
users to communicate through different kind of 
method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sensor 
is the touch screen. The software keyboard takes 
advantage of this sensor and using a software 
keyboard is a common way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through their phones. There are 
countless of different software keyboards, and 
they all have different approaches of how to assist 
the user. Some are assisting by auto-correcting on 
the go, while some try to prevent you from 
writing wrong in the first place, by adjusting the 
sizes of keys, among other techniques. 

This paper talks about an implementation of a 
software keyboard that uses a user’s Facebook 
messages to adapt the keyboard for the user, 
before the user even has used the keyboard. 

BACKGROUND 
Many user adaptive keyboards start to adapt first 
after the user starts using the keyboard. In other 
words, smartphone keyboards lack user 
adaptation before usage, despite the massive 
amount of user generated messages logged on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This paper talks 
about an implementation of an algorithm that 
uses social media messages (e.g. Facebook or 
Twitter data) to analyze and optimize the 
keyboard for the user before usage. 

Some adaptive keyboards, e.g. [1] are not 
keystroke dependent. What they are not 
exploiting is the valuable information of in what 
order letters are being written in. For example, 
after a user presses a certain key, the possibility 
for the user to press the same key again might be 
higher or lower, compared to other keys. In other 
words, the frequency of which the keys are 
pressed in is not taken into account. 

RELATED RESEARCH 
In this section a number of chosen research 
papers will be presented and how they relate to 
the conducte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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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Key-target Area with Anchor 
Keyboards that are changing its’ keys key-target 
areas with no visual change run the risk of 
shrinking too much or growing over other nearby 
keys in a way that they are no longer user-friendly. 
The actual hit areas can change so much that it 
can be hard for users to hit the intended key. 
Having anchors on top the keys’ text label can not 
only decreased the error rate, but it also tackles 
the user expectation aspect [1]. This means that if 
a user presses the middle area of a key it will 
always correspond to that key, no matter how the 
key shrinks or expands. Many state-of-the-art 
keyboards do not have anchors which can lead to 
violation of user expectation about keyboard 
functionality. 

It is important to live up to user expectations, 
especially for a keyboard that does not change 
visually. For this reason, the implemented 
adaptive key-target area keyboard used this 
anchor-based method. A more in depth overview 
is talked about in Method section, under 
Keyboard Algorithm. 

Preinstalled Dictionaries Vs User Written 
Dictionaries 
[2] conducted an experiment and found that 
having no predefined dictionary, but only having 
user generated data, actually increased their 
prediction engine’s accuracy. Many generic 
predefined dictionaries maintain a large amount 
of unnecessary information and fail to capture the 
user language. Users can for example use words 
that do not exist in a dictionary (e.g. “thx” instead 
of “thanks”, etc.) 

The user’s language is an important aspect of 
keyboards to take into account. Therefore, no 
predefined dictionary was used for the 
implemented keyboard. Instead parsed Facebook 
messages was used. 

Visual Updates Vs No Visual Updates 
A study [3] claims that it can be distracting for the 
users to highlight certain keys. In other words, 
changing the UI can be distracting for the users. 
Therefore, would the implemented keyboard only 

change the key-target area of keys, but the visual 
keyboard looks exactly the same at all times. 

METHOD 
In this section the procedure of the user generated 
data gathering will be explained. Details about 
the keyboard algorithm is also talked about. 
Finally,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keyboard 
will also be introduced. 

Gathering User Data 
All user generated data was downloaded from 
Facebook. Before logging all messages, 
punctuations were removed from the log file. The 
keyboard did only have English character keys, 
space and backspace, so each logged word could 
contain only English characters. If a word 
contained another character, it was discarded. If a 
complete message contained only English 
characters, it was added to be a list of “candidate 
sentences.” More about the “candidate sentences” 
will be explained in the Evaluation section. All 
accepted words were converted to lower case. 

The logging was done by looking at the order of 
all logged characters. For example, if a user wrote 
“hi how are you” and the logging had just started. 
It would log “h” to come after space (initial 
setting), “i” to come after “h”, space to come after 
“i”, “h” to come after space, “o” to come after “h”, 
etc. More about the keystroke order in the 
Keyboard Algorithm section. 

 

Figure 1. The QWERTY layout of the implemented 
keyboard as seen by the users. 

Keyboard Algorithm 
Anchors 
Just like in [1] anchors were implemented to live 
up to user expectations. However, in [1]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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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e most efficient 
anchor was conducted. This was not the case in 
this project’s implementation. Instead the anchor 
dimensions were fixed at half of the height and 
half of the width of the key, which covered 25% 
of the initial hit area and was placed in the middle 
of each key. 

Edges 
Except the space and backspace key, each key on 
the keyboard had 8 edges and was placed in the 
following direction for each key: up-middle, up-
right, center-right, bottom-right, bottom-middle, 
bottom-left, center-left and up-left. Keys that 
were adjacent to each other shared edges with 
each other. An edge’s position was affected by 
each connected key. Edges that were not adjacent 
to other keys, on the edge of the keyboard layout 
(e.g. several of Q’s edges) or edges connected to 
the space and backspace button were not able to 
move. An edge could be placed along its assigned 
path, which was between the edge’s keys’ 
anchors.  

 
Figure 2. The blue striped lines are the anchors. The 
green dots are edges, and the dark gray lines and the 
red area are where the edges can move. 1) The edge is 
connected with the key above and below, hence it can 

only move in a vertical line between the two keys. 2) The 
edge is connected to four keys and can move freely in 
the whole designated 2-dimensional area, between the 
four anchors. 3) The edge is connected with the key to 
the left and the key to the right, hence it can only move 

in a horizontal line between the two keys. 

An edge’s position was determined by its keys 
frequencies in relation to each other. For example, 
an edge that belonged to two adjacent keys that 
had been logged exactly the same amount of 
times would make the edge stay at its initial 

position – Both keys taking up 50% of the 
designated space. However, if a key has the 
frequency of 1000 hits and the other has 2000 hits, 
the frequency would be 1/3 and 2/3, meaning the 
more dominant one would grow towards the 
weaker one with the correspondent percentage. 

If the edge was connected to four keys it got a 
little bit more complex. The sum of the 
frequencies of the top-left and bottom-left keys 
was weighted against the sum of the frequencies 
of the top-right and bottom-right keys. This 
calculation determined the horizontal position of 
the edge. To count the vertical position a similar 
calculation was done. The two top keys’ 
frequencies were weight against the two bottom 
keys’ frequencies. Combining the two positions 
meant that the edge could move freely in a 2-
dimensional space between all four anchors. 

 

Figure 3. Example of a user’s initial keyboard layout 
(“space”-key), with edges, borders and anchors of each 

key-target area highlighted (not visible to the users). 

Keystroke Order 
This keyboard did not have any auto-correcting 
algorithm to account for keystroke order. Instead, 
each key had its own keyboard layout. A total of 
27 layouts (the 26 English characters and space) 
was used. This was to determine the frequency for 
each trailing key for a specific key, e.g. how 
many times did the user type any of the characters 
and space after “a”. When a user pressed a certain 
key, its keyboard layout, with its frequencies, 
would load as seen in figure 3, 4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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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ame user as in figure 3 pressed "h" and 
the “h”-keyboard layout was loaded. 

 

Figure 5. The same user as in Figure 3 and 4 pressed 
"i" after "h", hence the "i”-keyboard layout was 

loaded. 

Evaluation 
To determine the correctness of the keyboard, 9 
test subjects were invited, 3 females and 6 males, 
to use an application that parsed and analyzed 
their Facebook data. The application also 
included the keyboard. 

 

Figure 6. The UI of the application used by the users. 

Each user was asked to repeat twenty randomly 
chosen “candidate sentences”, in other words, 

messages they themselves had typed on Facebook 
in the past, as seen in Figure 6. As the keyboard 
was adjusted for the user’s own language, it was 
important to make the user write only words that 
he or she had written in the past, instead of 
generic sample sentences with perfect grammar 
from some database online. 

 
Figure 7. The standard keyboard and the implemented 
algorithm's keyboard on top of each other. The white 

mark represents where the user pressed. Four different 
outcomes presented below. 

The correctness of the keyboard was determined 
by how often the key changes assisted or 
prevented the user from typing the expected key. 
There were 4 cases to consider: 

1. Assisted: The user’s input matched the 
expected key. Thanks to the implemented 
algorithm, the pressed key was expanded 
over the adjacent key, which resulted in a hit. 
However, if the standard keyboard was used 
the user would have pressed the wrong key. 

2. Hit: The user’s input matched the expected 
key. It would have matched the expected key 
regardless of which keyboard was used. 

3. Prevented: The user’s input did not match 
the expected key. The keyboard algorithm 
expanded over an adjacent key, making the 
hit area smaller, which resulted in a wrongful 
key press. 

4. Missed: The user’s input did not match the 
expected key. It would have missed 
regardless of which keyboard that was used. 

RESULTS 
Average success rate the keyboard’s algorithm 
was 90.03%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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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assist vs prevent rate was 2.14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37, meaning for each 
prevention it assisted 2.14 times more often. 

Below is a graph of assist/prevent ratio in relation 
to the amount of valid characters logged for each 
user. 

 

Figure 8. Graph compiled with character amount in 
relation to assist/prevent ratio. 

DISCUSSION 
For some users, the assist vs prevent ratio was 
lower than 1, meaning the algorithm prevented 
more often than it assisted the user, as can be seen 
in Figure 8. What can also be seen in the same 
figure is that for some users the algorithm assisted 
more than 3 times more than it prevented. But the 
most important observation is that users with few 
amount of valid characters logged seemed to have 
the most unstable result. These users were either 
not very active on Facebook, or they did not use 
English letters to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 
The active Facebook users, with more than 
100.000 logged characters had a stable 
assist/prevention rate at 2-3. 

Wha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some users were newer to Facebook compared to 
others. Some users might use a language 
drastically different today compared to 10 years 
ago. The randomly chosen candidate sentences 
were taken from the entire span of messages. 

The implemented algorithm had a trailing letter 
depth of 1, meaning it would only remember the 

last pressed key. When a user has pressed a few 
keys into a word, the keyboard could eliminate 
some possible keypresses. For example, after the 
keys “barb” has been pressed (the goal is 
“barber”), it can be assumed that “e” is a lot more 
likely than “r”, even though both “e” (“beach”, 
“become”, etc.) and “r” (“breakfast”, “brain”, 
etc.) are likely to come after a “b”. 

CONCLUSION & FUTURE WORK 
The few amount users that participated in this 
study does affect the result, so no clear conclusion 
can be given whether or not this particular 
implementation of the algorithm was a success. 
However, results indicate that the algorithm’s 
approach assists more rather than prevents the 
user’s intention. As it assisted more for most 
users.  

For future work, it is suggested to combining the 
implemented approach together with a key-target 
size adaptation algorithm, dependent on where 
the user presses, that changes in real-time. 
Experiments determining of weighted strength 
both keyboard should have must be explored. 
Maybe the implementation talked about in this 
paper serves best only as a temporary setup of the 
keyboard. The keyboard could then adapt 
according to where the user actually presses on 
the screen. 

Also, something that [2] noticed was that not 
saving all input, but only the most recent input, 
increased the accuracy. It is therefore suggested 
to try to limit the amount of characters logged to 
the most recent ones only. 

Finally, an obvious future approach would be to 
increase the trailing letter depth. This could 
possibly improve the algorithm’s accuracy 
greatly, but on the expense of the smartphone’s 
memory. The memory would be affected since 
there would be kd different keyboard states, 
(where k is the amount of keys and d is the trailing 
letter depth) compared to this paper’s 
implementation of only 271 different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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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ractive virtual grasping 
system, enabling physically-realistic interaction between a 
user and virtual objects, using kinematic hand models 
whose motions are tracked and controlled in real-time by 
the user. Since hand tracking devices provide only one-way 
coupling between the user and kinematic hands resulting in 
penetrations and friction-less interaction, our method 
implements the contacts as Coulomb’s friction model and 
includes a dynamic proxy hand in the system which follows 
the kinematic virtual hand to provide a two-way control 
loop for the physics interactions. Our system, taking 
advantage of the graphics and physics engine of Unity3D, 
presently allows us to interact with 3D objects in the virtual 
space in real-time with no visible latency. Moreover, to 
visually assist the user’s grasping we render the hand 
model as transparent and provide visual markers at the 
contact locations. We demonstrate how the use of these 
tools helps us to perform real-time grasping tasks in 
complicated virtual environment. 

Author Keywords 
Virtual reality;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Virtual 
grasping; Hand tracking; Physics-based interaction 

1. INTRODUCTION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in virtual reality (VR), 3D 
computer graphics and animations, the efforts to create and 
simulate virtual huma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new interaction 
devices that enables us to precisely sense the environment 
and gives us a new dimensional experience. These devices 
aiming to improve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have 
changed and expanded the ways in which we can interact 
with a virtual environment [1].  

One of the main focuses of HCI is to make interaction 
easier and more intuitive allowing a large spectrum of 
people to better use the system [2]. This makes grasping, 
the most natural tool for human computer interaction as 
humans are accustomed with grasping to perform daily life 
tasks. Thus, grasping, as a natural instinct of human 
intellect, is expected to be the same in an immersed virtual 
environment. Hence, grasping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draws recent research interests with broad 
applications in computer graphics,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ial design, surgery and many more.  

Fully autonomous grasping has proven to be a very 
challenging problem in robotics due to a huge number of 
possible hand configurations. Moreover, multi-finger end-
effector increases the kinematics and dynamics complexity 
of the system [3]. Modern sensor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provided us with sophisticated sensors 
that are able to precisely sense the environment and its 
changes. However, including the human as a part of the 
environment in system makes the grasping problem 
relatively simple as humans can choose appropriate feasible 
posture to perform the interaction task. However, the great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of the hand coupled with the 
space of grasping parameters and the geometry of the 
object creates a high dimensional problem in configuration 
space [4].  

Creating physically realistic animation for human grasping 
is a nontrivial task [5]. Dealing with the virtual world in 
parallel with the real world always results in discrepancies, 
as virtual world cannot be expected to obey the laws of 
physics of the real world. As the user can not actually feel 
the object, i.e. one-way coupling between the user and the 
kinematic hand, the touch can result in penetrations or it 
may seem frictionless. The data from the tracking devices 
when provided as input to the virtual hand results in driving 
the kinematic virtual hand but for a feasible grasp it is 
necessary to add dynamics to the system.  

Our goal, therefore, is to generate real-time physics-based 
motion control for grasping a wide variety of objects while 
providing control solutions for the hand model. Moreover, 
the way we address the one-way coupling problem is to 
receive tracking data as input from the tracking device and 
transfer it to another hand called “proxy hand” in our 
system so that physics simulation will be carried through 
this proxy hand.  

2. RELATED RESEARCH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is a relatively mature 
research field but is one that continually benefits from the 
emergence of new interaction technologies [1][6]. Motion 
tracking method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e. 
incorporating a device that user must wear or hold and 
body-free methods [7]. The later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as it involves user as a controller instead of an 
operator. One of the first widespread device of its kind was 
the Nintendo WiiMote Controller released in 20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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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ct by Microsoft is another milestone in the fields of 
robotics and human computer interaction [9]. Several 
tracking options are possible using Kinect: skeleton, face 
and hand tracking within an accuracy of 1.3mm [10].  
Recently, Oculus has announced the release of Oculus 
wireless touch controller, to be held in hand and perform 
grasping tasks by pressing control buttons on the device, 
thus providing hand the control functionality.  

Leap Motion controller was introduced, in 2012, as an 
affordable new technology claiming to be 200 times more 
sensitive than existing touch-free technologies [16]. Its 
basic use is aimed towards hand tracking and gesture 
recognition. Sabir et al. combined in their research Leap 
Motion with Kinect and were able to provide six degrees of 
freedom enhanced tracking [11]. We selected Leap Motion 
as the starting point for our study because of its promising 
accuracy, mobility and distance interaction range. Initial 
tests conducted under regular lightning conditions proved 
the device efficient to be used as the tracking device for 
this project.  

Grasp planning and optimization have been hot topics since 
last decade. Most of the grasp planning algorithms are 
either using offline shape matching [12] or active learning 
database to store the set of feasible grasps [12][5]. Very 
few researchers are working on real-time physics-based 
interactions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because prior synthesized grasp poses are 
usually natural looking and consistent with the real world 
data [5]. 

3. OVERVIEW 
This section briefly describes the grasp concepts used in 
literature commonly and the used contact model, assuming 
the particularly simple case in which all contacts between 
the fingers and objects are idealized as point contacts 
followed by our design and approach. 

3.1 Grasp Statics 
Typically a Grasp is described using “friction contact” type 
and a “grasp matrix”. The contact location is expressed by 
its relative position and orientation with respect to the 
object reference frame, i.e. goc = (poc ,Roc) where goc takes 
points from contact coordinates frame and return the 
coordinates in the object frame, shown geometrically in 
figure 1.  

 
 
 
 
 
 
 
 
 

Grasp matrix is the mapping between the contact forces and 
the total object force. If we have k fingers in contact with 
an object, the total wrench on the object is the sum of the 
object wrenches due to each finger [3], 

𝐹𝐹𝑜𝑜 =  𝐺𝐺1𝑓𝑓𝑐𝑐1 + ⋯+ 𝐺𝐺𝑘𝑘𝑓𝑓𝑐𝑐𝑘𝑘  = [𝐺𝐺1 ⋯  𝐺𝐺𝑘𝑘  ]  �
𝑓𝑓𝑐𝑐1
⋮
𝑓𝑓𝑐𝑐𝑘𝑘
�               (1) 

where. grasp map ‘G’ is the product of wrench 
transformation matrix, to map contact wrenches to object 
wrenches, and wrench basis ‘Bc’ 
 

𝐺𝐺𝑖𝑖 = 𝐴𝐴𝑑𝑑𝑔𝑔𝑜𝑜𝑐𝑐𝑖𝑖−1
𝑇𝑇 𝐵𝐵𝑐𝑐𝑖𝑖  

The “grasp pose” is a combination of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for each vector i.e. a vector P = (x, y, z, α, β, γ) 
∈ R. (x, y, z) is the object position and (α, β, γ) is the 
parameterization of its orientation. 
 
We implemented our idea assuming friction point contacts, 
then calculated wrenches due to each finger in contact and 
the appropriate finger forces exerted on the grasped object 
to balance the external forces, using PhysX engine in our 
simulated environment.  
 

3.1.1 Friction point contact 
By default there exists frictionless point contact, where, 
contact forces can only be applied in the normal direction 
to the surface of the object. This type of contact can push 
an object but it cannot pull it.  

The applied wrench can be represented as [3] 

F𝑐𝑐𝑖𝑖 =  

⎣
⎢
⎢
⎢
⎢
⎡
0
0
1
0
0
0⎦
⎥
⎥
⎥
⎥
⎤

 𝑓𝑓𝑐𝑐𝑖𝑖             𝑓𝑓𝑐𝑐𝑖𝑖 ≥ 0 

We can see the need for friction contact analysis here, thus 
we implemented our contact as Coulomb Friction Model. 
The model states that “the allowed tangential force is 
proportional to the applied normal force” [3] (see figure 2). 

|𝑓𝑓𝑡𝑡|  ≤  𝜇𝜇𝑓𝑓𝑛𝑛                     𝑓𝑓𝑡𝑡 ∈ 𝑅𝑅,  𝑓𝑓𝑛𝑛 ∈ 𝑅𝑅              (2) 

where, 𝑓𝑓𝑡𝑡 is the magnitude of the tangential force, 𝑓𝑓𝑛𝑛 is the 
magnitude of the normal force, and 𝜇𝜇 is the coefficient of 
friction and its value depends on the materials in contact. In 
this case, applied wrench can be represented as [3] 

F𝑐𝑐𝑖𝑖 =  

⎣
⎢
⎢
⎢
⎢
⎡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
⎥
⎥
⎥
⎤

 𝑓𝑓𝑐𝑐𝑖𝑖             𝑓𝑓𝑐𝑐𝑖𝑖 ∈ 𝐹𝐹𝐶𝐶𝑐𝑐𝑖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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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𝐹𝐹𝐶𝐶𝑐𝑐𝑖𝑖 =  �𝑓𝑓 ∈ 𝑅𝑅3 ∶  �𝑓𝑓12 + 𝑓𝑓22  ≤  𝜇𝜇𝑓𝑓3, 𝑓𝑓3 ≥ 0 � 

This condition ensures that there will be no slipping as far 
as the applied forces lie in the friction cones. Therefore, our 
model efficiently solves the frictionless problem by using 
friction cones around the contact points transmitting 
contact forces in normal and tangential directions making it 
possible to grasp the object firmly. We implemented the 
frictional grasping by making use of the state-of-the-art 
physics engine, i.e. PhysX, to ensure that our system 
performs friction contact analysis for the contact points. 

3.2 System Architecture 
Our system takes human hand as input from the user for the 
simulated environment. The system block diagram is 
shown in the figure 3, where simulated environment 
consists of virtual hand, proxy hand and a few virtual 
objects of various complexities. The system maps the input 
hand to a virtual hand model, which behaves only 
kinematically, and then creates a proxy hand that is coupled 
with the virtual hand that can provide dynamics to the 
virtual environment. 

Human hand is the main driving factor in the system, and 
tracking device supplies driven data to the virtual hand in 
the simulated environment, thus the user can see his avatar 
hand motion in the virtual system. We have created another 
controlled proxy hand in the simulated environment which 

will be our main interactive hand as we will simulate 
dynamics for this proxy hand. This conceptual design is 
reminiscent of virtual coupling between a haptic handle and 
a virtual probe in haptic rendering [15]. We have defined 
an algorithm to control the motion of proxy hand 
depending on the collision states, as described in section 
4.2.1. Moreover, in our virtual environment we have many 
objects imported as 3D models having different 
complexities. The collision detection will be carried 
between these virtual objects and the proxy hand. 

 

 

 

 

 

 

 

 

 

 

 

The system takes advantage of the graphics and physics 
engine of an existing state-of-the art game development 
engine such as Unity 3D, making it possible to make 
collision detection possible within the virtual world. The 
game engine allows us to include physics to any 3D object 
in the virtual scene by adding required colliders and 
including rigid body to the object. We have set different 
friction, weight and drag settings for each object to test the 
system reliability.  

4. VIRTUAL GRASPING AGORITHMS 

4.1 Coordinates Mapping 
As we are dealing with different coordinate systems for 
hand tracking and physical simulation thus certain 
transformations are required for using such a tracking 
device as Leap Motion device in our game engine.  

Leap Motion controller uses right hand rule and it provides 
coordinates in terms of real world millimeters. As shown in 
the figure 4(b) [16], the Leap controller origin is located at 
the top, center of the hardware. However, Unity uses left 
handed coordinate system and provides data in meters. 
Unity itself provides transformations between world space, 
local space and screen space. We need to convert Leap data 
to one of unity coordinate systems to make the system 
compatible in unity frame of reference. 

 

Figure 2: Geometric interpretation of Coulomb’s friction 
model 

(a) Front view 

(b)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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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hand bone collider (i.e. rigid-body) is parameterized 
using position and rotation vectors. Additionally, we have 3 
colliders for each finger plus a palm collider giving 16 
colliders in total to be able to perform contact dynamics. 
For each of these colliders, it is required to perform 
translations to map their coordinated in world space. The 
usage of basic mapping extensions is shown below to 
convert leap data to unity and world frame [16]. 

 
4.2 Grasping and Graphical Optimization 
Tracking data used as input to the virtual hand may make it 
difficult to select the contacts between the object and the 
fingers, thumb, and palm of the hand for grasping firmly. 
The resulting problem is that the finger colliders keep 
penetrating inside the object as there is no closed loop 
control involved between the user hand and virtual hand 
and the underlying physics engine cannot resolve this 
problem because colliders follow the data from the tracking 
device without considering instabilities in the simulation.  

We address this issue as penetration depth (PD) problem. 
PD is the minimum distance required to separate two 
penetrating/colliding objects. Penetration resolution is itself 
a huge field in physically-based animation and robotics. In 
our case we faced penetrations because of the one-way 
coupling between Leap Motion and the driven kinematic 
hand; i.e. only Leap Motion drives the motion of the virtual 
hand, but not vice versa. We resolved this issue by creating 
another virtual proxy hand driven by the virtual hand. Thus, 
we resolved penetrations by adding dynamics to the proxy 
hand to have a feedback loop response for the system. This 
way we made sure that our system will not go into the 
penetration state and it will avoid instability.  

Figure 5 shows penetration resolving for proxy hand, both 
geometrically and graphically.  

 

 

 

 

 

 

 

 

 

 

 

 

 

 

 

 

4.2.1 Grasping Algorithm 
Given an object to be grasped, we have divided our 
kinematic motion state into C0: no-collision phase, C: 
collision enter phase, C+: collision stay phase, and C-: 
collision exit phase. The usual robotics denomination of 
‘free finger’ and ‘grasping finger’ is used here. A free 
finger is constrained to have no contact with the object 
whereas a grasping finger is in contact with the object 
surface [13]. As it is not possible to control movements of 
virtual hand independently from real hand, we created 
another virtual hand called “proxy hand”. Our proxy hand 
will follow tracking hand movements at the times when 
there is no collision but as soon the virtual hand collides 
with the object it will create a collision enter event to 
deactivate proxy hand, until the collision event exits. The 
basic flow chart of our grasping algorithm is shown in 
figure 6.  

Leap.Vector position = finger.TipPosition; 
Vector3 unityPosition = position.ToUnityScaled(false); 
Vector3 worldPosition = handController. 
transform.TransformPoint(unityPosition); 
 
Quaternion leapRotation = arm.Basis.Rotation(false); 
Quaternion finalRotation = 
handcontroller.transform.rotation * leapRotation; 
 

Figure 4: Leap Motion Controller 
(a) Leap Setup        (b) Leap Coordinate frame 

Keep proxy 
hand active 

Deactivate 
proxy hand 

Activate  
proxy hand 

 Collision 
detected 

Locate 
collider 

De-activate 
corresponding 
proxy collider 

Yes 

No 

Figure 6: Algorithm Flow Chart 

Figure 5: Penetration situations for virtual 
hand and proxy hand 

Non-penetrated finger 

PD 

Penetrated finger 

Object 

PD 

Non-penetrated 
Proxy hand 

Penetrated 
Graphical hand 

(a) Geometrical 

(b) 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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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0: Collision free       (b) C: Collision Enter 

(c) C+: Collision Stay       (d) C-: Collision Exit         

Figure 7: Collision states for proxy hand 

 

 

 

 

 

 

 

 

 

 

 

 

 

 

We have named fingers as thumb, index, middle, ring and 
pinky. The total wrench on the object will be the sum of 
individual wrenches by each finger, using the equation (1), 

𝐹𝐹𝑡𝑡𝑜𝑜𝑡𝑡𝑡𝑡𝑡𝑡 =  𝐺𝐺1𝑓𝑓𝑐𝑐𝑡𝑡ℎ𝑢𝑢𝑢𝑢𝑢𝑢 + 𝐺𝐺2𝑓𝑓𝑐𝑐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 𝐺𝐺3𝑓𝑓𝑐𝑐𝑢𝑢𝑖𝑖𝑖𝑖𝑖𝑖𝑚𝑚𝑖𝑖 + 𝐺𝐺4𝑓𝑓𝑐𝑐𝑟𝑟𝑖𝑖𝑖𝑖𝑔𝑔
+ 𝐺𝐺5𝑓𝑓𝑐𝑐𝑝𝑝𝑖𝑖𝑖𝑖𝑘𝑘𝑝𝑝   

For a stable grasp at least three fingers should be in contact 
with the object, depending on the object size and weight. 
To make sure that our system will use friction cones as 
explained in equation (2), we edit the friction settings in 
Unity3D as, 

 

 
Figure 7 shows the identified states of collision in the 
system. It can be seen that during collision free state 
objects are separated but as soon as objects collide, system 
goes into the collision enter state to activate proxy hand. 
After this frame, all the next frames correspond to collision 
stay state where objects are still in collision until the 
collision exits. During collision stay stat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objects going into the penetration state, here 
our method uses dynamic proxy hand to avoid penetrations 
resulting in relatively stable grasp. 

 

4.2.2 Graphical optimization 
We optimize Leap virtual hands to meet our visual needs, 
that includes rendering both hand models i.e., graphical and 
physical, as close to each other as possible and providing 
ways to help user with an effective grasp possibility. Also, 
several tests are carried out to find best suitable physics 
engine settings.  

 

 

 

To have real-time simulation performance, we do not use 
the rigged graphical mesh model as physics models (or 
colliders); instead we use its simplified shapes (called 
primitives). To do so, we align physics models and rigged 
graphics models for the virtual hand to optimize as close to 
the hand mesh as possible using primitive shape colliders, 
by editing bones positions and rotations.  Figure 8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left image) and after (right 
image) proper alignment. 

For a physically stable grasp, it is essential that we should 
provide user a visual idea of the environment clearly. We 
stumble across the problem that hand sometimes hinders 
the objects and user cannot see behind the hand which 
makes grasp posture difficult resulting in an unstable grasp. 
Hence, we make hand transparent to some extent so that 
user can actually see the object behind. For this purpose we 
are using Unity3d transparent type shader to render hand 
material graphically. By default all materials are rendered 
with unity alpha value for color giving fully opaque object, 
we reduced this value to half to have the required 
transparency. 

 
 

      

Our system generates virtual markers at run time for 
contact points between virtual hands and objects to give the 
user a visual idea of the contact locations. The markers are 
created whenever system encounters a CollisionEnter event 
(C) and destroyed at CollisionExit (C-). We believe that this 
way assists the system with a feasible grasp possibility. 

5. IMPLEMENTATION AND RESULTS 

5.1 Leap Motion Controller 
Using Leap Motion we can track hand in 3D space and 
interact with the intelligent devices in a completely new 
way replacing the old space taking hardware. The hand 
tracking controller provides an approximately 150º field of 
view and uses a depth sensor to track hand features up to 
1/100th of a millimeter which is sufficient enough for our 
requirement. 

//fully opaque 
Object.Renderer.material.color.a = 1.0;  
//50% transparent 
Object.Renderer.material.color.a = 0.5; 
 

object.useConeFriction = true; 

Figure 8: Physics hand and graphical hand 
alignment 

(a) Not Aligned                  (b) Al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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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uching                            (b) Grabbing 
Figure 11: Testing result showing proxy hand avoiding 

penetrations as compared to the leap hand 

Our proxy hand: robotic hand Leap virtual hand: human hand 

 

Leap Hand Controller is required to be added to the 
environment as an interface between the application and 
Leap software for the acquisition of data available through 
the Frame objects. Leap Motion Unity assets are equipped 
with a number of hand model prefabs, of two basic types, 
Graphical hand and Physics hand (see figure 9). Our system 
uses rigged-mesh based human graphical hands and capsule 
colliders as the base of our collision detection. There are 
three capsule colliders for each finger and a box collider for 
palm giving 16 colliders for a hand.  

5.2 Unity Development Engine 
We have chosen the unity game engine for design, 
rendering and implementing physics in our system. The 
physics engine used by unity is NIVIDIA PhysX. Leap 
Motion has provided its plugin for Unity thus making the 
integration process relatively simple. Once the controller is 
inside the unity scene, the next task is to make interactions 
possible between the physics hand and scene game objects. 
Unity3D allows user to add rigid body and assign suitable 
collider explicitly to any game object enabling the collision 
detection possible within the virtual world. Our method 
runs well at solver iteration count of 50 while contact offset 
and sleep threshold for rigid bodies are set to default PhysX 
values.  

5.3 Discussion 
We believe that our proposed algorithm can provide 
physically realistic grasping dynamically using the leap 
hand tracking device. However, the evaluation of the 
system is currently in progress and improvements are 
possible. Figure 10 shows initial benchmark rendered for 
different frames showing reaching, grabbing, moving and 
releasing an object, the hand can be seen penetrating inside 
the object. In figure 11, we have shown initial test result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to avoid penetrations, the real 
leap hand that is rendered as human hand graphically is 
penetrating inside the object but our proxy hand stops at the 
collision event avoiding penetrations thus giving a stable 
grasp. 

Although for a firm grasp, it seems mandatory to give user 
the perception of touch or weight so that he can actually 
sense the object and plan the grasp accordingly. We are 
planning to improve the system by including haptic to 
leverage the “out of body” experience of the user using 
tactile feedback [14]. Moreover, the continuous collision 
detection can be added using hand mesh collider instead of 
primitive shape colliders to compute precise contact points 
for a general mesh hand model, and this will require 
assigning relative velocities to parts of hand mesh to be 
controlled from the tracking device.  

6.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presented our approach to implement 
real time physical interactions possible in the virtual 
environment using a tracking device, Leap Motion and 
game development engine, Unity3D. We aimed to provide 
realistic grasp in virtual world with friction contacts and no 
penetrations by including a dynamically controlled proxy 
hand in the system. Currently, our system is capable of 
identifying collision status and setting the parameters of our 
proxy hand accordingly to get a feasible grasp. We believe 
that our proposed algorithm is a step towards providing 
physically realistic grasping using kinematic hand models 
provided by usual tracking devices, also rendering hand as 
transparent and providing visual markers at contact points 
in real-time helps the user to prepare a stable grasp.  

There remain many improvements possible, by utilizing 
haptic response to give user more realistic experience. 

Figure 9: Leap Motion Hand Models 
(a) Physics Hand                 (b) Graphics Hand 

f: 4 f: 7 f: 18 

f: 22 f: 25 f: 33 

Figure 9: Results captured at different fames showing 
holding, moving and releasing the cup object (first to last)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119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Moreover, it is possible to improve motion tracking by 
combining two Leap Motion controllers to provide dep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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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unobtrusive, low cost, light weight 
and easy to install laser sensor based method for door 
people counting system.  The system employed two paired 
laser sensors on two doors of one laboratory connected to 
Intel Edison board. The sensors have the capacity to detect 
people entering/exiting the doors. The Edison board 
computes the number of people based on sensing people 
and directions using the counting algorithm.  The 
application for counting algorithm is developed using 
python programing language.  The system provided fairly 
accurate counting results under different scenarios with the 
best scenario 95.3%. The scenarios tested were the sensors 
placement location on the door (knee (87%) or shoulder 
(93%) shoulder position using upload option to the cloud 
the improvement was 8% for changing location alone.   
Changing rules for uploading data from cloud to local 
server for the shoulder position has shown a 3% increase in 
accuracy (93% to 95.38%). The system has many implied 
applications like controlling room light, Controlling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and for 
tracking visitors’ statistics in libraries, archival centers, and 
seat reservation systems. 

Author Keywords 
Laser Sensors; Smart home; people counting, Edison 
Board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m.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Miscellaneous.  

Background 
The term smart home or intelligent home have been used 
for more than a decade to imply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for home networking for better 
life [1]. In today’s society, emergence of Internet of Things 
(IoT) concepts as an enabler to connect everything together 
has made the effort for smart 
home/room/environment/services simple [1, 2].  

The purpose for smart home/room/environment can be 
convenience of life style, security, healthcare, energy 
saving and service monitoring particularly Controlling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HVAC), 
Lighting and data logging for further analysis of resource 
utilization patterns by mashing up with other data 
sources[2].  

Sens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mart 
room/environment systems [3, 14]. There are open 
programmabl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hardware 
platforms like Arduino, Galileo board, Zigbee, Xbee, 
Raspberry Pi and Intel Edison board for storing, computing 
and transmitting data that makes the IoT system 
development and data transmission easier and cheaper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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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broadest sense, it means building interactive 
physical systems by the use of software and hardware 
combination that can sense and respond to the analog 
world is becoming easier and easier on one hand and very 
crucial on the other hand in human life [5].  

People counting is considered as a critical part of smart 
environment/room [10, 13]. Efficient decision and 
management of resources would possible if we could 
appropriately measure the visitors.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6]. Door people counting tha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audience in the 
room/environment is one technique in certain service room 
or store to measure the audience. 

The early people counting was based on manual fashion 
where a person sit on the door and tally the number people 
entering particular service areas like shopping stores, 
libraries, cinema halls. Manual surveys are tedious and not 
scalable. This leads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echniques for people counting. 

 Nowadays, technology is advancing to enable automatic 
people counting using thermal or beam sensors and video 
cameras [6].  

 Some of the challenges include the inaccuracies in the 
case of using either thermal or beam sensors for mere fact 
that they fail to separately count two or more people 
entering or exiting the door at the same time or the effect 
of temperature spikes in the case of thermal sensors. In 
case of the video camera based people counting, it is 
expensive, some of the applications are proprietary and 
needs on site server.  Therefore, research efforts to come 
up with low cost and more accurate door people counting 
system is underway.  

This research is one of this efforts that tries to prototype 
the door people counting based on laser sensors and Edison 
board. 

RLATED WORKS  
People counting systems are very crucial in developing 
intelligent services or control routine activities in the 
home/environment. Automatic people counting systems are 
also important in various application areas, where the 
activities of people is need to be analyzed, track the service 
load on a certain day, hour and minutes . Decision and 
actions that, managers of different resources/services needs 
visitors’ statistics [6, 13]. Some of the systems developed 
so far are working based on occupancy detection principle 
in form presence of people is represented by 0 or else 
based on voltage level of heat emitting from human source 
as in Suk Lee et..al [7] not actual counting. The 
disadvantage of the occupancy detection is it depends on 
the motion of people.  That mean if someone is sitting 
inside the room it is considers as no presence since it 
works by the principle of motion in the sensing area as 
existence and no motion in the sensing area as 
nonexistence for example smart floor [7]. Some of the 

counting systems developed so far are camera based which 
is limited to field of view, invade the privacy of users and 
are very expensive, proprietary, hard to install and needs 
expensive onsite server as it is best example in for this 
Easyliving [8, 12]. Some systems need devices with 
infrared transceiver or RFID to be handled by the human 
subjects to be detected best example for this Active Bat 
[11] but in this research, we aimed to prototype the new 
and low cost system that is capable of sensing human 
passage and its direction without people are required 
carrying or attaching any devices to their body and the 
system will provide the actual number of people, not only 
occupancy detection.  

Some of the challenges of the laser sensor based people 
counting systems are counting more than one people 
crossing the sensing line together at the same time as one, 
direction sensing is also a problem and object 
indiscrimination from the human as laser source for 
counting.  The challenge in this research is to come up with 
best combination of hardware and algorithm to obtain 
better system for automatic door people counting. For this 
purpose, we propose a laser low cost laser sensor with 
Edison board with new algorithm.   

MOTIVATION 
The motivation behand this research paper is prototyping 
low cost, lightweight, unobtrusive, and easily installed and 
provide actual counting instead of only detection with 
acceptable accuracy using laser sensors, Edison board 
combined with efficient computing algorithm for counting 
and data transmission. In addition, it is aimed at the 
determination of the best scenario for position of the laser 
sensors on the door and means of data acquisition for 
higher accuracy so that the resulting data would be mashed 
up with other data and be analyzed for the purpose efficient 
decision making and resource utilization.  

METHODS  
The system is basically consisted of paired light-weight 
laser sensors attached on the door frames of the lab 
selected for the experiment and connected to the Edison 
board. The counting algorithm is programmed and the 
application is residing on the Edison board. The code is 
written in a way it uploads the counting data in Google 
sheet or the personal portal server based on the scenarios 
for every entry or exit of the people into the room in a real 
time basis. The framework of the system is as presented in 
figure 1, Where laser sensors were attached on the two 
doors’ frames of the lab were connected the the Edison 
board through cables and the Edison board is programmed 
for the counting algorithm, data is transmitted to the server 
wirelessly as shown in figure 2.  The role of the sensor is to 
sense people through laser, which emanates from people 
passing the sensing line and the direction signal. 

The sensors send signals to the Edison board. The number 
of people can be accessed from server anywhere at any 
time on a PC, tablet or smart phone from th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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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ounting System 

or the local server to which the data is uploaded, if  the 
administrator shared it  users. 

For evaluation of the accuracy of the sensors we made a 
careful observation of the number of people in the 
laboratory and the data from the sensor count at particular 
time. The average accuracy was calculated as the 
summation of the of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nual count and the sensor count dived by 
the number of times the observation was made 

The physical configuration of the system is as depicted in 
figure 2.    

The paired laser sensors were connected to the Edison 
board through cables and the two boards are also 
connected through a cable as illustrated in the figure 2 
above. 

Edison board wirelessly connected to the server and the 
excel sheet data accessed from the server. Close 
observation of people behavior during the experiment for 
handling unique cases and what factors determine counting 
accuracy. 

 
Figure 2: Physical Configuration of the boards to which the 
paired sensors are connected  

EXPERIMENTS AND RESULTS 
In the experiment, there are three scenarios, which were 
tested.  These are: 

1. Placing the paired laser sensors at Knee position and 
uploading the data to the google sheet (Cloud). 

In this experiment, low accuracy of counting was obtained 
relative to the second and third scenarios, which is 
attributed to the counting of the two legs of one person 
going slowly as two and counting two people coming in or 
out at the same time as one, as observed. The accuracy was 
86.5% on average for the observed number of times. In 
addition, the sound from the Edison board when people 
cross the counting line was annoying to the people when 
observed during the experiment.  The scenario for this 
position illustrated in figure 3, scenario #1.  

 
                Scenario #1                                    Scenario #2                              

Figure 3: Paired laser Sensors at knee and shoulder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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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culation of the evaluation was done by taking the 
average of the accuracy measures of the observation at t1, 
t2, t3 … tn , where  time tn is the time at which the actual 
people in the lab is observed or counted and compared 
with the sensors count. The actual count is the actual 
number of people at time tn and the sensor count is the 
number obtained from the sensor data at time tn.  

2. Placing the paired of sensors at shoulder position and 
uploading the data to the google sheet.  

In this scenario, we achieved, a better performance of the 
accuracy (93%) on average for the number of times it is 
observed. The difference is due to the change in location 
of placing the sensors on the door that lead to the 
discrimination of objects people may have at hand as it 
was strictly observed and tested. The difference in 
accuracy was 8% due to well performance of the sensor 
counting at shoulder location.  

3. Placing the paired of sensors at shoulder position and 
uploading the data to the personal portal (local server) than 
in to the cloud. In this scenario we could find better 
accuracy than the previous two scenarios because of the 
changed rule from uploading data to the cloud to local 
server, which to some extent reduced the problem of 
interruption of data uploading of free google API. This in 
turn led to the fast update time.  In the other way round, it 
means that the speed of real time updating the data is 
become fastest than previous scenarios from 1 minute in 
the case of cloud to nearly 30 seconds in the case of local 
server. The accuracy of the third scenario was 95.38% for 
the observed number of times. This is a 3% increase than 
in the second scenario and 11% increase than the first 
scenario i.e when changing the sensor location from knee 
to shoulder and change in data uploading rule combined 
compared to knee position and uploading to the cloud. 

This is considered the promising accuracy that can be 
achieved by this very low cost combination hardware and 
best algorithm for counting the number of people in a room. 
This finding will hav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y application areas like automatic light control, 
managing room temperature, seat reservation, user/visitor 
statistics in the service areas like libraries, archival centers, 
museums etc… 

Finally, the means to make the sensor counting unobtrusive 
was by avoiding the sound of the sensor when people cross 
the sensing line by disconnecting the audio circuit from of 
the Edison board that made the system silent and 
unobtrusive. The distraction that happened to people and 
the consequent dissatisfaction is decreased when counted 
by the sensor as obtained through observation before and 
after the sound is eliminat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in this research the combination 
of hardware (laser sensors and Edison Board) and newly 
developed counting algorithm provided a promising 
counting accuracy with low cost, unobtrusive, lightweight 

and easily installable. The improved accuracy is attributed 
to tuning the algorithm rules for counting for example the 
way data is uploaded and the best way for direction 
detection combined with finding the optimal location for 
placing the sensor on the for discriminating objects from 
humans.     

The summary of the three scenarios are presented in table 1 
bellow. 

 Table 1: summary of scenarios and Accuracies 

   Sensor 
Location 

Data Upload 
Rule Accuracy 

(%) 
Knee Cloud 86.5 

Shoulder Cloud 93 

shoulder Local Server 95.38 
 
DESIGN IMPLICATIONS 
Even though this research is a prototype on a single 
laboratory room having two doors, it has a lot of 
implication for designing service products for many 
application areas. 

It is possible to use the data for automating the switching 
on/off the light in a room. This means possible to design a 
system that automatically switch on the light when the first 
person is in (when the count is set 1) and switch off when 
the last person leaves the room. It has also a potential to 
study the electricity consumption patterns/behavior of the 
people by mashing up the people counting data and the 
electricity consumption patterns in the particular room. 

It is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regulate the 
room lighting system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using. 
Usually room temperature raises as the number of people 
raises which can also be studied by mashing up room 
temperature with people counting data keeping other 
constant in the case of HVAC. 

It has also the implication for seat reservation systems. It is 
known that certain room can accommodate only a certain 
number of people and the room should say “I am full” 
based on the sensor count. User statistics sensitive services 
like libraries, archival centers, museums and the like can 
make use this cheap technology to estimate their user 
statistics and mange and allocate necessary resources for 
the efficiency of thei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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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AND FUTURE WORKS 
 One of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re was no 
automatic way for adjusting sensor counting error. It was 
handled in manual option for the prototyping purpose. 
Searching for automatic way of doing it will be important 
future work. Currently the sensors and Edison board are 
open for physical interference by human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that would affect its accuracy and it needs 
more protected system from human intentional interference 
for better accuracy. This paper is limited to prototyping the 
door people counting system on a single laboratory our 
graduate school and its evaluation for accuracy under 
careful observation but in the future, using the data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service based on prototyping result 
will have paramount importance. For example like 
analyzing the pattern between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in the room by mashing it up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data, room temperature versus the 
number people in the lab. System that can automatically 
switching on the light when first person enters the room 
and switching it off when the last person leave the room 
could be the future work and the like. Moreover, the 
findings are not supported by the statistical test, it is just 
descriptive report of the experiments.  

CONCLUSIONS 
In this paper, different related works were reviewed to see 
the technologies existing so far and to clear show the 
research gap for which this research is necessitated. It has 
been uncovered that the existing technologies so far: some 
of them just do detection not counting, some of them are 
visual counting based on camera which is privacy invading 
or limited to the angle of view. Some of the technologies 
are very expensive to implement for the average peopl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some challenges to implement the 
low cost sensors for people counting like direction sensing, 
counting two people as one coming in out at the same time 
and adjusting the errors. This research used a novel 
approach to combine laser sensors, Intel Edison board and 
networking principle with a new and efficient algorithm for 
counting people and transferring data to the server. We 
could find also the best scenario for placing the sensor with 
promising accuracy of counting. The finding can be a base 
for designing applications based on this finding automatic 
switching of lights in a room, the data can be used for other 
managerial decision mak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at 
would be obtained from the data for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It has been found that making the system unobtrusive by 
avoiding the sensing sound make it comfortable the people 
who are being counted.  This prove that people being 
counted are not to be distracted by the sound because they 
are even not aware of being counted as confirmed through 
observation compared to when the sound was no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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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experience design which focuses on 
providing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the end-user was 
started to be discussed in the symposium in the recent years. 
In order to face the increasing competitions in the market, 
most designers explored methods to satisfy users’ wants 
and desires through the experience of design consumption. 
Designers sought for solutions to increase the interaction 
and motivation by collecting users’ feedback, user 
experiences management, and continuous innovation. To 
manage users’ experience, some scholars suggested the 
perception of user on the design is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they have to consider. To generate the perception of 
users, various aspects of the experience design were 
involved, e.g. usability, mood and feel, etc. Many studies 
have already investigated the directions under the usability 
and the research result contributed the generation of some 
creative designs. It is possible to further investigate the 
other directions, for example, creating the mood and feel by 
visual elements (included points, lines, curves, etc.) in 
experience design. There were some studies explored that 
visual elements took main role on the creating perception. 
This paper aimed to investigate how the visual elements 
creating perception in design experience and how it 
enhanced the users’ interactions and motivations. In this 
paper, a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influence the 
users’ emotional changes and perceptions of the experience 
design. And then, the way of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encouraged the users’ motivations were 
also investigated.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mapped out their emotional changes those 
caused by the experience and identify their motivated action 
after the design experience. It was found that visual 
elements created users’ perceptions to affect interaction 
behavior, relationships between visual elements and 
motivation is strongly mediated by eliciting certain types of 
emotional behavior. This connection provided 
understandings on how designers’ efforts work in visual 
elements actually influence users’ experience in the design 
consumption. The importance and role of visual element in 
experience design were explored. The influences on the 
emotion of the users among the different categories of 
visual elements were compared. 

Author Keywords 
Experience design; emotion design; visual elements; 
emotion and motivation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H.5.2. User Interfaces. 
Screen design (e.g., text, graphics, color); 
User-centered design. 

INTRODUCTION 
Experience design is an approach to provide an outcome 
that can provid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by designer for 
the end-user. Functionality, content, presentation and 
interactions were adopted to create and shape the users' 
experience. Hassenzhl   pointed out that “Experience design 
is prime and the product only a means” [9]. 

Most studies of experience design focuses on evaluating 
how experience design could provide satisfactory 
experience to user through the process of consumption. 
However, designers indeed could appeal to users’ wants 
and desires in an earlier stage of perception.  To generate 
the perception of users, various aspects of the experience 
design were involved, e.g. usability, mood and feel, etc. 
Many studies investigated the directions under the usability 
and the research result contributed the generation of some 
creative designs. It is possible to further investigate the 
other directions, for example, creating the mood and feel by 
visual element1 application in experience design.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design theories,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took the important role to shape the 
perception. However, what were the roles of the visual 
elements implicated in the experience design? The aim of 

1Visual elements in this study included line, shape, colour, 
typeface, texture, tone and layout, etc., those basic visual 
elements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In this case study, 
it aimed to mean the interface design of the aesthetics in the 
website. Each of the visual elements could regards as a 
single factor for detail analysis but due to the limited 
resources, the overall generic look and feel (included all the 
visual elements mentioned above) will be considered as 
whole for this study to understand how these visual 
elements could convey a message to its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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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a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designs and experience design 
by addressing the questions as follows: 

1. What is/are the role(s) of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2. How do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influence  
users’ emotions?  

3. How do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influence 
the desired emotions and motivation?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refers to the 
aesthetics (or some studied used the term, “look-and-feel”) 
of the front-ended user interface in experience design. In 
this research studies, it included the look & feel of the 
experience design. The function of visual design is using 
visual elements like colors, images, and symbols to convey 
a message to its audience. Appropriated visual design could 
engage users and helping to build trust and interest in the 
design consumption. Some scholars explored how 
perception created by visual design,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in order to create effective visual 
communication [17]. An experimental psychologist study in 
Berlin School found that perceptions are formed by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various stimuli. Colour 
contrast, text spacing, images, white space, etc. were the 
visual element sample adopted in this experiment.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ntrast of colour was applied to 
make the word or logo stand out. The arrangement of the 
text size and spacing are the element that crate visual 
hierarchy. Featured image, which was placed in the 
carousel, dominates over the small size images, created a 
focus. Lines were effective to indicate the reading direction 
and divide sections. The arrangement of the design 
elements influenced the participants’ judgement on the 
design of web pages according to several parameters, 
including ’complexity, legibility, order, beauty, 
meaningfulness, and comprehension’. According to their 
research result, “a combination of pictures and beauty” was 
a strong preference. This provided a hints that the users’ 
preference to the design elements would be influenced by 
the users’ feedback on the “beauty of the pictures (design 
element)” During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visual 
design elements, human brain could combine the simple 
and unrelated visual elements those collected and then 
regenerated to the whole form. The sum of the parts 
generated the whole Also, the message coming out as the 
first thing is the most impressive and motivated the users to 
further acquire and maintain the perceptions toward the 
stimulus. Therefore, designer should exploit the strength to 
the first one in the creative procedure. 

EMOTIONAL RESPONSE AND INTERACTION IN 
EXPERIENCE DESIGN 
Before further investigating how the visual element in 
experience design motivates people, it needed to know how 
the human satisfaction in terms of design was shaped by the 
visual element and how it impacts the communication 
process (or learning process). After the stimulation from the 
visual elements, emotional arousal guides attention so that 
people’s attention tends to be drawn to objects that are 
arousing. Simon proposed that emotion is to interrupt and 
reorder processing priorities [16].  Therefore, emotional 
arousal carried information about the value and importance 
of experience (include to the related objects and events) and 
this information was incorporated into visual perception of 
one’s environment. Follow this direction, Zadra and Clore 
indicated that objects in the environment with emotional 
relevance draw attention and may become more easily 
detected by appearing larger [18]. They found that 
perception was systematically altered in ways. This aided 
goal attainment and emotion could alter the perception of 
spatial layout to motivate economical action choices and 
deter potentially dangerous actions. The coupling of 
emotion and perception in this way thus allowed affective 
information to have immediate and automatic effects 
without deliberation on the meaning of emotionally 
evocative stimulus or the consequences of potential actions. 

REACTION TO EXPERIENCE DESIGN 
The above studies proposed the visual elements and 
proprioceptive information in experience design elicited 
emotional responses. This emotional response influenced 
the estimation of situation, goals, etc.  This mechanism 
refers to the generation of perception. In other words, 
perception was formed by the response on the selective 
information (from the visual elements and proprioceptive 
information), This is same as the Pine & Gilmore’s 
investigation about perception. They pointed out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up emotional relationship with users for 
shaping the perception [11]. Based on perception, users 
understood and enjoyed the design experience. This 
emotional relationship is not only based on the satisfaction 
of certain needs but also making the pleasurable 
interactions. Users then will be more inclined to be 
motivated; Zaltman indicated that the tangible attributes of 
a design outcome (included product and service) have ‘far 
less influence on consumer preference than the 
subconscious sensory and emotional elements derived from 
the total experience’ [19]. In other words, there are two 
main reactions should be encouraged by experience design:  

1. The emotional response and reaction of users to the 
visual element in experience design [12, 15, 19]. 

2. The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experience designers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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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MOTIVATION BY EMOTIONAL 
CONNEC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 connection, interaction 
and experience designs were found. It is a challenge to 
further motivate users to process the information they 
received and then react correspondingly during the process 
of experiencing the design outcome. According to the 
studies mentioned above, the way of experience design 
creating emotional response of user and encouraging the 
interaction is explored. The stimulated emotional responses 
to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shaped the 
perception. Users learned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hen developed further to encourage users to enjoy the 
experience design (i.e. asking users to participate the design 
experience after they got emotional changes) 
Csikszentmihaly developed the flow theory to explain how 
this intrinsic encouragement occurs [3]. Csikszentmihaly 
describe the experience process of learning during the 
engagement of an activity by the term “flow”. The “flow” 
of the experience is a dynamic process that lead the 
individual process some new information or senses. The 
experience designers create experience in terms of “flow” 
to promote a series of senses included control, satisfaction 
and fulfilment. Designers managed the new information or 
senses well within the “flow”. Based on Csikszentmihaly’s 
study, it is found that if there is too much new information 
or senses were arranged in one session of experience, it 
would cause more difficult to generate high level of 
motivation. Csikszentmihaly proposed the several concepts 
under the “flow theory” to enhance the motivation during 
the experience as follows: 

1. Clear objectives: It is essential to set clear and focused 
communication goals for the experience in order to 
deliver clear instructions for the tasks and understanding 
to the users.  

2. Consistency: The visual element should be in consistent 
format. The “look and feel” should be cohesive 
throughout the experience design. It lead the individual 
quick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3. Address appropriate levels of new information or 
senses: The experience designer should understand the 
prerequisite knowledge of the users well. He/She have 
to ensure that levels of new information or senses match 
the typical senses level of students. 

4. Reduce distractions: Reducing distractions as much as 
possible would allow users focus on essential 
understanding; and eliminates confusion and anxiety 
during the experience.  

Besides the ’flow theory’, House proposed the “Path-goal 
theory” to assert that performance and motivation of the 
individual in his experience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behavior of the experience designer or instructor [10]. The 
experience designer or instructor must imply meaningful 
tasks, provide support, and utilise behaviors that match the 

individual needs and expectations. Essentially, if the 
individual thinks he enjoys the experience then he will be 
more motivated to follow the instructor and even 
recommend the experience with others. House investigated 
how to encourage users engage into the experience. He 
pointed out that experience designer have to provide 
incremental information to guide the users. He identified 
some essential behaviours under the ‘Path-Goal theory’: 
‘Directive’, ‘Supportive’ and ‘Participative’. His study 
help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ce 
design and motivation as follows: 

1. Directive: The experience designer provides clear 
instructions, sets norms, and establishes clear objectives 
in order to sharp the users’ appropriated expectation. It 
would be a disaster if the experience failure to deliver 
what it was promised to the users.  

2. Supportive: The experience designers lead the experience 
and determined the information processing in different 
stages. It is mostly approachable and user-friendly. 

3. Participative: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interactions 
provided by experience design. 

Deci and Ryan emphasised that should allow user to follow 
the instructions out of their interest during the experience. 
[5]. Users’ internal motivation is connected to the 
experience which is beneficial and meaningful. Therefore, 
the experience should lead users fulfill their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 more they achieve these basic 
needs, the more their behavior is self-determined; and then 
the more interactions would be encouraged. Some learners 
may struggle with establishing internal motivation during 
the experience because they view it as a set of instruction 
instead of a meaningful experience. In these instances, 
experience designers could positively influence users' 
motivation to engage in the experience by maximizing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 Competence:  User’s competency reflects the sense of 
being able to do something well. Therefore, give the users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competence to their goal of 
the experience, for example they must be able to make 
decisions that have consequences, feel confident in 
making decision well, and have the opportunity to 
complete challenging experience if there is.  

• Autonomy: Provide users a level of individual control as 
they complete the experience. For example, provide them 
the possibility to choose the order of topics or areas that 
they could explore. Multiple channels for success provide 
users with more than one way to reach the goal of the 
experience.  

• Relatedness: Plan for users’ interactions and discussions, 
such as forums and discussion groups. In the high 
interactive experience systems, users benefit from peer 
interaction just as learners in traditional settings do.   

Based on the studies mentioned above, th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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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emotion 
and motivation is existed.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developed: 

1.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created users’ 
perceptions which related to their emotions. 

2. User perceptions of emotions will be positively related to 
interactive emotions.  

3. User perceptions of interactive emotions will be 
positively related to motivation.   

Based on the studies mentioned abov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emotion 
and motivation is existed.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developed: 

1.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created users’ 
perceptions which related to their emotions. 

2. Users’ perceptions of emotions will be positively related 
to interactive Emotions.  

3. Users’ perceptions of interactive emotions will be 
positively related to motivation. 

QUESTIONNAIRE 
In order to examine the user’s perceptions in hypothese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Quantitative question with 
some open-ended questions were asked. The quantitative 
questions provide and the open-ended questions provide 
supplementary understanding about the reasons of 
participants choosing the corresponding options.  

Users who purchased flight tickets through the online 
system and have their flight journey during the autumn of 
2015 were invited to be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For 
all flights, 75% of all users purchased their flight tickets 
online. In each phase, we invited these users for requesting 
their help to answer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an initial group of 890 people experiencing the 
flights, 750 complete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By the 
questionnaire closing date, 30% of the us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final sample was 348 respondents 
after discarding incomplete surveys. 

METHODS AND PROCEDURE 
In this preliminary research, an experience design of a 
leading airline in Hong Kong: Cathay Pacific Airways (the 
experience design included flight booking system to the 
service provided in the flight) was adopted as the sample 
experience design outcome in this qualitative research 
(Figure 1).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once the users 
finished their bookings. It provided a comprehensive 
sample experience design, included visual elements for this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aimed to understand how 
the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influence the 
users’ emotional changes and perceptions of the experience 
design. (Figure 2).  

 

 

 

 

 

 

 

 

 

Figure 1. Experience design of an airline in Hong Kong           
(the experience design included flight booking system to the 

service provided in the flight) 

 
Figure 2. Research procedure of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hypotheses are developed, questions about the 
flight experience were asked. They included:  

1. Would you please describe the flight booking 
experience? 

2. Please map-out the elicited emotional responses of the 
flight experience. 

3. Which arrangement criteria of the visual elements in the 
flight booking system would create you the strongest 
feeling? 

4. Which action was motivated to respond to the flight 
booking experience in terms of the following three 
approaches? 

• recommends other to adopt this airline  

• repurchasing the flight tickets 

• revisiting the flight booking system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130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Question 1 is a warm-up question to lead the participants 
reflects their flight booking experience: 

“…It was a very interactive, visual experience, very 
exciting, and the staff and entertainers in the flight were 
provocative and exciting in many ways…”  

“…I felt that the visual stimulus made the biggest 
impression on me…” 

 “…It is amazing that the system can give me personal 
advices on my journey plan after my booking. It is also easy 
of me to get the information those I needed…” 

“It is really good and you can check/do reservations etc... 
on it. Also have a good City guide loaded ... with some 
section of the LUX travel guide in it…” 

The participants then further identified their elicited 
emotional responses in question 2. Refer to the question 2,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icited emotional responses in 
the flight experience, the eight types of emotions system 
were adopted. [13] It was expected that the participants 
would describe their emotions by differentiating them on 
the basis of the “underlying dimensions”. Desmet also 
adopted this method to describe emotions in his product 
emotion research, whereby emotions were differentiated on 
the basis of their manifestations, preceding appraisals and 
underlying dimensions [6]. As emotions are interrelated, 
and some emotions are more similar (e.g. anger and 
irritation) than others (e.g. boredom versus inspiration), 
they are best described and differentiated by us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The dimensions are generally 
labelled as “pleasantness” and “activation”. The 
pleasantness dimension ranges from unpleasant (e.g. 
unhappy) to pleasant (e.g. happy). The activation dimension 
is defined as physiological arousal [2], and ranges from 
calm (e.g. content) to excite (e.g. euphoric). On the basis of 
these two dimensions, emotions could b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13]: 

• pleasant excited (e.g. enthusiastic, elated, excited, 
euphoric, lively, peppy) 

• pleasant average (e.g. happy, delighted, glad, cheerful, 
warmhearted, pleased) 

• pleasant calm (e.g. relaxed, content, at rest, clam, serene, 
at ease) 

• neutral excited (e.g. curious, amazed, avaricious, 
stimulated, concentrated, astonished, eager) 

• neutral calm (e.g. quiet, tranquil, still, idle, passive) 

• unpleasant calm (e.g. dull, tired, drowsy, sluggish, bored, 
droopy) 

• unpleasant average (e.g. unhappy, miserable, sad, 
grouchy, gloomy, blue) 

• unpleasant excited (e.g. distressed, annoyed, fearful, 
nervous, jittery, anxious) 

The concept of ‘underlying dimensions’ has been used in 
psychology and cross-disciplinary studies to differentiate 
emotions in various ways, such as through emotion words 
[1], facial expressions [7] and self-reporting [13]. The 
underlying dimensions help participants describe their 
emotions and identify their emotional responses in a more 
effective way.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escribe the emotional changes they had experienced in 
relation to the message they got from the visual elements 
and the generated perception according to the above 
categories (i.e. underlying dimensions).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sample experience design influence the 
motivation of the users, the final questionnaire asked if the 
user would repurchase, revisit or recommended the airline 
website and services. 

DISCUSSION AND RESULT 
In question 2, the elicited emotional responses of the flight 
experience was mapped out. Responses were captured to 
examine the elicited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visual elements.  In open-ended responses, 58% of the users 
spoke about pleasant excited and pleasant average feelings 
(Figure 3). 

Here the respondents spoke about association with the 
colour and the layout design of the booking system. 
Generally,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visual elements 
ar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encourage them to 
further engage in the experience. Typical association 
comments include: “from the time I entered the booking 
system, I was still feeling special... hip, cool, and special,” 
and “it seems like I am part of an exclusive group.” Almost 
80% of all users made comments about sensing and feeling. 
They convey the idea that the users react to and interact 
with a plethora of sensory stimulus that the flight attendants 
presented to the users. In particular, the performers tend to 
generate feelings for users. In question 3, users identified 
the most important arrangement criteria of the visual 
elements that influence their flight booking experience: 
complexity (20%), legibility (15%), order (10%), beauty 
(25%), meaningfulness (10%) and comprehension (20%) 
(Figure 4) As one guest reflects in the answers of question 
1:  

 “This app is worth having just for the convenience with 48-
hour advance check-in. The instructions are clear.” 

“The latest version is even more fantastic. The design is so 
nice to be able to book a flight.” 

“The application is professionally designed. The layout is 
up-to-date. I felt the system was designed with care. ” 

In terms of physical context, humanistic services of the 
flight attendant were mentioned by 64% of all respondents 
while 26% mentioned atmosphere or ambiance.   The users  
were motivated to respond to the flight booking experience 
through three approaches: recommends other to adopt this 
airline (20%), repurchasing the flight tickets (20%)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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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the flight booking system (in website format) 
(60%) (Figure 5). 

 
 

Figure 3. The percentage of the user selected                               
the categories of emotions 

 
Figure 4. The most important arrangement criteria of the visual 

elements that influence the flight booking experience  

 

 
Figure 5. The percentages of the motivation created by the 

sample experience design system 

CONCLUSION 
This paper is preliminary research to investigate how visual 
elements shape the experience and user interactions and 
motivation in experience design. Visual elements in the 
sample experience design were examined. A questionnaire 
was adopted as the methodology in the qualitative research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from the flight booking to their flight journey. 
Then, they mapped out their emotional changes those 
caused by the experience. After that, participants identified 
their motivated action after using the booking system. They 
were able to elicit users’ experience and generated 
perceptions among users to the experience design. It is 
found that visual elements created users’ perceptions to 
affect interaction behavior, relationships between visual 
elements and motivation is strongly mediated by eliciting 
certain types of emotional behavior. This connection 
provided understandings on how designers’ efforts work in 
visual elements actually influence users’ experience 
management in experience design. It is found that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design would actually stimulus 
interaction and motivation of the users in their experience. 
As there are different categories of visual el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work together under the arrangement criteria 
like: ’complexity, legibility, order, beauty, meaningfulness, 
and comprehension’. These arrangement criteria influences 
on the emotion of the users maybe further explored. The 
combination of usages of visual elements in experience 
could create stronger emotional changes of user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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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ood.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visual 
elements could create different users’ perceptions, the 
relationships between visual elements and motivation is 
strongly mediated by eliciting certain types of emotional 
behavior in experience design. Based on this examined 
result, further investigations for understanding how visual 
elements work in experience desig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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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ne’s pet has been an interest among animal 
owners for a long time. Dogs take up 90% of animals that are 
kept as pets and dog owners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ir dogs in order to form a closer bond. Communication 
with one’s dog is not only important for a healthy 
relationship, but it can also prevent possible harms that dogs 
can do. There are already proceeding works on 
understanding dogs based on body language, but for ordinary 
pet owners, the signs that their dogs give can only be vague 
and confusing. This paper proposes a device that offers a 
more subjective and easier way to interpret a dog’s emotion 
by monitoring its heart rate. Heart rate is a possible indication 
for emotion, and it has been found that heart rate variability 
patterns are consistently the most dynamic and reflective of 
changes in one’s emotional state. By measuring a canine’s 
heartbeat and analyzing it, it would be possible to induce 
their emotions. By using photograph to capture the situation 
that makes the dog’s heartbeat change will make it easier for 
owners to understand what makes the dog undergo emotional 
changes.  

Author Keywords 
Pet, Dog, Heart Rate, Emotion 

ACM Classification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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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Understanding one’s pet has been an interest among animal 
owners for a long time. Today, animals are no longer 
considered as just pets, but as family members. People take 
more interest in their pets’ welfare and happiness than ever 
before, and are willing to better comprehend their pet’s 
language. Dog take up 90% of animals that are kept as pets 
and dog owners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ir dogs in 
order to form a closer bond. Communication with one’s dog 
is not only important for a healthy relationship, but it can 
prevent possible harms that dogs can do. Due to in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canine and owner, canine 
sometimes proceeds to damage items or even cause harm to 
other people.  

There are already proceeding works on understanding dogs 
based on body language, but for ordinary pet owners, the 

signs that their dogs give can only be vague and confusing. 
Needless to say, a more subjective and clear way of 
understanding dogs is necessary. If dog owners are capable 
of interpreting their dog’s emotions, they will be able to 
behave accordingly, allowing for a more desirable 
interaction. Emotion, even in humans, is a complicating 
factor, including both cognitive and physiological elements.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to monitor a dog’s cognitive state, 
by using the physiological cues, it is possible assume dogs’ 
emotions.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on 
wearable or interactive devices, and many of them carries the 
feature of measuring heart rate. Human’s heart rate is an 
indication of emotion, and it has been found that heart rate 
variability (heart rhythm) patterns are consistently the most 
dynamic and reflective of changes in one’s emotional 
state[4]. Wearable devices use this fact and monitor one’s 
heartbeat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allowing human 
and machine interaction. Similarly we can measure a 
canine’s heartbeat and analyze it to induce their emotions.  

Making assumptions about a dog’s emotion by simply 
interpreting its heartbeat rate can cause considerable 
confusion for ordinary owners. To overcome this problem, 
using photograph to capture of the situation that makes the 
dog’s heartbeat change will make it easier for owners to 
understand what makes the dog undergo emotional changes. 
By adding a heartbeat monitor feature in a camera, we can 
use it to see what kinds of situations derive emotions based 
on the physiological cu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ive a description of a device 
that allows dog owners to better understand their dog’s 
emotions by taking a pictur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dog’s heart rate. First, a dog is put in a neutral state and its 
heartbeat is measured, and is used as the baseline. Second, 
by using a heart rate monitor machine, we can use it to 
monitor the dog’s heart rate fluctuation; whether it is over or 
below the baseline. If it is over or under the baseline, the 
camera connected to the heartbeat monitor automatically 
takes a picture in the dog’s point of view. Third, assuming 
that dog’s heart rate change indicates emotional chang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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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nalyze the photographs to induce what situation made 
the dog feel happiness or anger. 

Theoretical background 
There are considerable ongoing research on understanding 
dogs better, but a more subjective and easier way is needed. 
If dog owners are capable of interpreting their dog’s 
emotions, they will be able to behave accordingly, allowing 
for a more desirable relationship. 

Emotion is a state of feeling in a certain environment or a 
stimuli. Emotions are brief in duration and consist of a 
coordinated set of responses, which may include verbal, 
physiological, behavioral, and neural mechanisms [3]. In 
Scherer’s components processing model of emotion, five 
elements play a crucial role in emotion; cognitive appraisal, 
bodily symptoms, action tendencies, expression and feelings 
[6]. Bodily symptoms, such as heartbeat, skin conductivity, 
and blood volume pulse can be used as cues to assume 
emotions. An arguably defining characteristic of emotions is 
that they involve greater activation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more conspicuous participation of the body than 
do mental states [4]. Heartbeat acts as a strong indication of 
one’s emotion than any other bodily symptoms. It has been 
found that heart rate variability (heart rhythm) patterns are 
consistently the most dynamic and reflective of changes in 
one’s emotional state. It is possibly to distinguis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by distinct changes in heart rhythm 
patterns [4]. Persistence of positive emotions are related with 
considerable coherent heart rhythm patterns, and negative 
emotions cause jagged, erratic patterns in the heart rhythm 
[4]. 

Many ongoing research are targeted at measuring heart rate 
and uses following results for multiple purposes. Heart rate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health, stress, emotions and by 
monitoring heart rate, it can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care, interactive games and so on. Many research 
are related to monitoring dog’s heart rate as well, mainly for 
health management purposes. Similar to humans, dogs’ heart 
rate may serve as indicators of emotions and can also identify 
stress or excitement [5]. An average healthy dog’s heart rate 
ranges from 70 to 180 beats per minute (bpm), while toy 
breeds or small dogs’ range from 70 to 220 bpm, and puppies 
70 to 120 bpm. A normal resting rhythm for dogs is called 
sinus respiratory arrhythmia, and gradual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of heart rate, sinus tachycardia, is a normal 
response to excitement, stress, or pain (Figure 1). A study on 
physiological reactions to fear provocation in dog found that 
when experiencing fearful events, dogs had significantly 
higher heart rate compared to other dogs that did not fear the 
same event [2].  

  

 
Figure 1. (a) A normal resting rhythm for dogs (sinus 

respiratory arrhythmia), and (b) gradual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of heart rate (sinus tachycardia) is a normal 

response to excitement, stress, or pain  

It’s possible to assume dog’s emotions by analyzing the 
recorded heart rate, but it takes considerable time and it 
might be complicated for ordinary dog owners. Also, with 
the recorded heart rate, it is impossible to know what 
situation triggered those changes. To overcome this problem, 
camera is added as an additional function. There is already a 
camera called Sensecam that uses bodily signals to take 
pictures automatically. Sensecam is a digital camera that can 
be worn around the neck and has multiple built-in sensors, 
allowing for it to takes photographs passively. The built-in 
sensors include light-intensity, light-color sensors, body heat 
detector, temperature sensor, and a multiple-axis 
accelerometer [1]. The sensors allow for the camera to take 
pictures automatically, and the results are used to aid people 
with memory loss. Similarly, by adding a heart rate sensor 
on a camera, and taking a picture when the rate of heartbeat 
changes from the predetermined heart rate, we can analyze 
the resulting photographs to make assumptions about the 
emotions the dog might be feeling. 

Method 
By measuring and analyzing a dog’s heartbeat, it is possible 
to induce what kind of emotional changes the dog might be 
going through. To make correct assumption, a clear 
measurement of heartbeat should be acquired and must have 
distinctness with the baseline heart rate. Acquiring a clear 
sign of heart beat is important because even the slightest 
change in heartbeat is important in order to distinguish one 
emotion from another. In order to measure a dog’s heartbeat 
most efficiently, the placement of the heartbeat sensor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humans, the neck or wrist is the place 
where heartbeat is strongly detected. However, in case of 
dogs, the sensor should be placed on the femoral artery which 
is located on the hind legs of dogs, where the heartbeat can 
be detected strongly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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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Femoral artery is a place where dog’s heartbeat can 

be detected strongly. 

The placement of the camera is important as well. The 
photographs which are taken according to heartbeat shows 
the situation that aroused the dog’s emotions. It is important 
that the scene the camera takes is aligned with how the dog 
is viewing the world. The best solution would be to make a 
headset which allows for the camera to be placed in the dog’s 
eye level, but this has the disadvantage of making the dog 
feel uncomfortable. As a compromise, it would be ideal to 
place the camera on the dog’s collar. Although it is lower 
than the dog’s eye level,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by 
using wide angle camera, which allows for a wider view 
(Figure 3). There are many possible locations to attach the 
camera onto the collar, but mounting the camera sideways 
gives a better view than mounting on top of the neck or below, 
as it prevents the dog’s head or chin from blocking the view 
(Figure 4). Considering that dogs tend to run around a lot, an 
accelerometer should be built in, as to avoid blurry 
photographs.  

 

Figure 3. A wide angle lens allows for a wider view. 

 

 
Figure 4. Mounting the camera sideways gives a better view, 
as it prevents the dog’s head or chin from blocking the view 

The sensor placed on the hind legs measures and records the 
dog’s heart rate, and the sensor is monitored by the camera 
via Bluetooth. When a sudden change in heart rate sensor is 
detected, it automatically triggers the camera shutters, taking 
a pictures in the dog’s point of view. The picture is saved in 
the camera, and also sent online, or directly to a smartphone. 
This allows for the owner to see the heart rate changes and 
the pictures in real time (Figure 5). By studying the resulting 
photographs, one can see the situations that caused variation 
in the dog’s heart rate, and assume that the dog felt certain 
emotions in thos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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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duct Flow 

Conclusion 
By interpreting the photographs taken by the camera, it is 
possible to analyze and understand what kind of situation 
makes the dog undergo emotional changes.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recorded heart rate, it is possible to assume 
what kinds of emotions that the situation caused. By 
understanding dog’s emotions, dog owners can change 
behaviors accordingly. For example, if the camera took a 
photo of a dog toy, with continuous rise of heart rate, owners 
can consider that the dog felt happy playing with the toy. 
With this information, owners can make the decision of 
offering the dog more toys.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a 
dog’s emotion and offering appropriate measures, a more 
healthy relationship will form between dog and owner. The 
data collected from monitoring multiple dogs’ heart rate will 
contribute to various fields as well. It can work as a big data 
for canine health or pet-related product marketing 

For the device to have practical use, a more elaborate 
understanding of dog’s heart rate depending on emotion is 
needed. Multiple experiments will be needed to gather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is paper. Currently existing 
studies support that dog’s heart rate change when fearful or 
excited, but there is little study conducted on other emotions. 
For further study, an actual experience will be designed to 
monitor dogs’ heart rate in various situation which causes 
different emotions, including happiness, sadness, fear, or 
excitement. The purpose is to figure out the detailed heart 

rate depending on various emotions, so that it can work as a 
correct indicator.  

The limitation is that the heart rate only allows us to make a 
proximate assumption about the dog’s emotions. It would be 
hasty to solely depend on heart rates to speculate the 
emotions dog might be feeling. Heart rate is only one of the 
few essential elements that contributes to emotions. Other 
elements, especially cognition, plays crucial roles as well. In 
fact, it would be impossible to conclude that emotions are 
perfectly measured without considering cognition or any 
other elements. One must use the information acquired by 
analyzing the photographs as a subsidiary, along with other 
signals such as body language, in order to provide a more 
subjective and precise way of interpreting a dog’s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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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raditional UX evaluation methods have focused 
on the experience users undergo when they actually use a 
service or product, the first impression that users obtain 
before actually using it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o take 
into consideration.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users 
form the first impression about an interface design in just a 
few seconds and quickly decide on whether to stay on or 
leave the interface. Furthermore, the first impression that is 
formed at the moment that users face the interface 
influences subsequent decisions they make, having impact 
on their task performance and preferences later on. 
Regarding such a significant role of the first impression, the 
current research suggests a brain based measurement 
method, EEG, as a solution to measure the first impression 
of users. Specifically, with EEG as an experimental method, 
this study aims at judging user’s first impression on an 
interface and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neural 
mechanisms for the process by which the first impressions 
are formed.  

Author Keywords 
EEG; ERP; First impression; Interface design; Website 
design; UX; Aesthetics; Expected Usability 

INTRODUCTION 
  With a growing significance of user experience (UX) in 
industry, evaluating UX prior to launching a service or 
product is crucial. The common types of UX evaluation 
methods include self-reports, experiments, and eye tracking. 
According to a review paper[2] on the trend of website 
evaluation methods, from year 1995 to 2006, the most 
frequently used evaluation method in the domain of 
Information Systems was experimental evaluation (32%). 
Experimental evaluation is conducted under controlled 
settings and participants are instructed to perform specific 
tasks. Here, data collected from interaction logs and 
protocol analysis are used to discover usability problems. 
The second most common evaluation method is survey. 
User-based subjective reports such as survey and 
questionnaires have an advantage of being fast and 
convenient. Moreover, recently, eye tracking studies have 
been implemented in UX evaluation. By analyzing eye 

tracking data patterns using metrics like fixation points, 
gaze time and number of saccades, usability problems can 
be identified[6]. 

  Traditional UX assessment methods mentioned above 
have several limitations. First, self-reports can be 
considered inaccurate since the evaluation is focused on the 
user and the recorded feelings are entirely subjective. They 
often have subject biases and are not real-time recording, 
but recalled memories of the user’s experience. 
Furthermore, most people cannot verbally describe their 
own feelings and experience when interacting with a given 
UI design. In case of experiments and eye tracking, 
behavioral data reflect only one aspect of complex human 
behavior and cannot provide insight on user’s emotional 
reactions at a certain moment. Last but not least, most UX 
evaluations have been concerned with user’s actual 
experience of using an interface, while overlooking the 
important role of user’s expectations about an interface 
before actually using it.   

  Recently, user evaluations based on the first impression on 
an interface became of interest[17]. When users browse 
different websites, they do not take a long time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stay on or leave the website, since 
they can effortlessly go back to the previous page and look 
for another option by just clicking one button. In other 
words, at their first visits, users assess the usefulness and 
relevance of a website within just a few seconds, so that 
they can save time by stopping browsing when a website 
fails to leave a good overall impression. The first 
impressions users obtain during their initial exposure toan 
interface are powerful and can have a long-term effect on 
us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the interface. 
Theref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UX practitioners 
and organizations to understand how these first impressions 
are formed in order to create interfaces that leave good first 
impressions. 

  This research proposes a brain-based measurement method, 
Electroencephalography (EEG), as a solution for the 
evaluation of the first impression of an interface design. 
EEG is an electrophysiological technique that records 
brain’s electric activity by attaching electrodes on several 
points of the surface of the brain. The signals obtain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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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s are represented as waveforms that reflect the 
change of voltage as time passes by. By analyzing the 
pattern of this waveform, people’s emotional states such as 
flow, happiness, frustration, and engagement can be 
identified. Strength of EEG technique is that it has a high 
time resolution. It can measure the change in brain’s 
activity in time units of 1 millisecond. EEG is adequate for 
measuring user’s first impression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enables researchers to obtain objective, reliable responses 
from users during the process of experiencing a product or 
service. Since it is impossible for people to control their 
own brain responses, objective responses that do not 
include any particular intention or bias can be attained. Also, 
as EEG measurement is achieved in real time without 
interrupting user’s interaction with a product’s design or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how users react at 
certain time points or moments. Hence, it can capture subtle 
changes in users’ feelings when faced with a certain 
interface, thereby providing specific feedbacks on how to 
improve the product or design.   

  With EEG as the experimental method, the current 
research aims at judging user’s first impression on an 
interface. In addition, it intend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neural mechanisms for the process by which the 
first impressions are formed. Henc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s it possible to evaluate user’s first impression on an 
interface design with EEG measures? 

(2) What is the underlying neural mechanism for the 
formation of the first impressions? 

LITERATURE REVIEW 

First Impression 
  Gladwell[8] and Lindgaard et al.[19] argued that when 
people enter websites, they unconsciously undergo a rapid 
thought process. In this thought process, the brain intends to 
classify the website into a certain type[7]. The first 
impression shaped through such an unconscious process 
even affect users’ subsequent choices. This long term effect 
of the first impression can be explained by a phenomenon 
called ‘halo effect.’ Halo effect means that global 
evaluations alter evaluations of individual attributes[24]. 
For example, if a website has a favorable first impression, 
the user may ignore negative parts of the website in order to 
remain consistent with their first judgment.  

  Several studies have fou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long-term influence of the first impression on an interface 
on users’ subsequent attitudes and performance. In Kim & 
Fesenmaier’s study[13], participants’ initial ratings on 
screenshots of American tourism web sites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overall impression afterwards. It 
was found that the first impression was a strong predictor of 
the overall impression. Lindgaard et al.[20] also showed 
that early assessments on perceived usability by looking at 

interface screenshots for 50ms had a high stability. 
Similarly, expected usability had an impact on the overall 
perceived quality of a website[32] and user preferences for 
an interface design[16]. 

Usability and Aesthetics 
  In HCI research, the need of integrating aesthetics 
component with usability aspect has gained much 
attention[10]. Research findings have suggested that a 
balance between considerations of usability and aesthetics 
is an important issue[15], and many studies have explor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ncepts.       However, the 
question of which one of aesthetics or usability is more 
influential or which one is temporally evaluated before one 
another remains controversial.  Studies that emphasized 
aesthetic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claime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aesthetic ratings of a 
user interface and overall user satisfaction[18,30].  
Moreover, Norman[25] pointed at the emotional impact of 
good design by arguing that aesthetic design can exceed 
usability in the overall experience of user.  On the other 
hand, a study[31] found that aesthetics of an interface did 
not influence perceived usability and instead, usability had 
an effect on the perceived aesthetics after usage.  Several 
other studies also found this impact of usability on 
aesthetics[1,16]. Regarding such conflicting findings on this 
topic, there is a need to elaborately study on and understand 
how the user attitude on these components is formed. 
Therefor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irst impression of an 
interface design, this study focuses on these two factors, 
usability and aesthetics. 

EEG Method Applied in HCI/UX  
  EEG technology has been widely adopted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and User Experience (UX) 
domains. Many of previous studies used EEG to measure 
the level of user’s cognitive load and emotions while 
interacting with technology by using alpha and beta waves 
as the main indicators. For example, Stickel et al.[29] 
showed that in a usability testing for software, alpha waves 
dominated beta waves when software was easy to learn, 
whereas beta waves were dominant when the software was 
hard to learn. Also, Masaki et al.[22] suggested that the 
index of beta/alpha wave power ratio indicated the level of 
mental workload. If beta/alpha ratio is greater than 1, it can 
be concluded that cognitive workload is high, while the 
ratio smaller than 1 means cognitive workload is low. In 
addition, user satisfaction level has been measured with an 
index called Frontal Alpha Asymmetry (FAA). According 
to Davison’s model [4], brain’s left pre-frontal cortex 
processes positive affects while right pre-frontal cortex is 
involved in negative affects. Hence, FAA, which re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right-hemispheric alpha power and 
left-hemispheric alpha power, can reflect whether the user 
feels positive or negative while interacting with 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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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in the context of interface designs, there has not 
been any attempt to assess users’ first impression in terms 
of usability and aesthetics by means of EEG measurement 
and ERP analysis. 

Event-Related Potentials (ERP) 

  Event-Related Potentials (ERP) refers to the brain’s 
electrophysiological reactions in response to an external or 
internal stimulus. Commonly, ERP is measured by “time-
locking” a stimulus to the EEG signal. It is found as a form 
of specific waveforms during a certain tim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a stimulus. Hence, brain’s activity 
pattern in that time period can be related to a specific 
stimulus. In this study, ERP analysis is applied in order to 
capture participant’s brain activity at a specific time point 
when he or she is exposed to a certain type of interface 
design. 

ERP Target Components   

Expected usability 
  Expected usability is usability based on the first 
impressions. It can be assumed that expected usability of an 
interface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affordance, which 
means a “direct link between the perceived visual properties 
of an object and an action that may be performed with 
it”[11]. Like objects or tools that provide affordance 
through its visual properties, design features of an interface 
can also induce users to act in certain ways and help them 
effectively achieve their goals. Hence, ERP components 
related to affordance were selected as the target components 
for expected usability in this research.  

  Electrophyisiological studies have found that there are two 
stages of affordance processing when observing 
manipulable objects[26, 27]. According to these studies, 
within 250ms after a stimulus onset, a negative peak around 
anterior areas of the brain (N300) is found, reflecting the 
activation of motor representations related to the object use. 
Then, in the later stage of around 550-600ms after the 
stimulus onset, a positive component P300 is found to be 
larger in response to manipulable tools compared to non-
manipulable objects.  

Aesthetics 
  Aesthetics of an interface can be defined as “an immediate 
pleasurable subjective experience that is directed toward an 
object and not mediated by intervening reasoning”[23]. 
Processing of aesthetics value of objects is explained in two 
stages. First, around 300-400ms after the stimulus 
presentation, a fast subjective evaluation is reflected in the 
waveform[12]. In this stage, subjects’ attention, perception 
and response selection are reflected. Later, from 400ms to 
1000ms, recognition of aesthetic value is represented by a 
positive potential called late positive potential (LPP). Here, 
the amplitude of LPP is enhanced for objects that are 
perceived as beautiful compared to those perceived as 
ugly[5, 9].  

  Based on these literatures, target components selected for 
ERP analysis in this research are:  N100, P200, N300, and 
LPP. 

ERP Study on Tools   
  There were several attempts from previous research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object’s affordance and 
aesthetics from an electrophysiological viewpoint. One of 
these studies is Righi, Orlando and Marzi’s study[28], 
which found that in the evaluation of tools, detection of 
functional attributes is the first step that occurs, the 
interplay between attractiveness and affordance comes after, 
and then the affective, emotional reaction to the aesthetics 
of tools dominates in the later stage. Their study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functional 
and attractive attributes of objects in order to be perceived 
as desirable for users. 

  By applying the concept of tools’ affordance and 
attractiveness to the context of interface design in the 
current study, a similar time course of processing for 
expected usability and aesthetics is predicted.  

METHOD 

Participants 

  2 healthy right-handed Korean participants(1 female, 
mean age: 28.5 years, age range: 26-31 year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ll the participants had normal or 
corrected-to-normal vision and no one had a history of 
neurological or psychiatric disorders.  

Stimuli 
  This study investigated participants’ neural responses to 
website screenshots. The stimulus set consisted of 4 
different versions of the same music website. Two variables 
of the website, usability and aesthetics, were manipulated, 
thereby constituting a 2 (usability: high vs. low) by 2 
(aesthetics: high vs. low) structure. The four conditions of 
the stimuli were: 1) High Aesthetics – High Usability, 2) 
High Aesthetics – Low Usability, 3) Low Aesthetics – High 
Usability, 4) Low Aesthetics – Low Usability.  

  The website screenshot was created for experimental 
purpose, making the interface as simple as possible. 
Usability and aesthetics of the website were each 
manipulated by menu layout and background pattern, 
accordingly. For high usability condition, the menu 
navigation bar in the web page was located horizontally at 
the top of the page while for low usability condition, the 
horizontal menu bar was at the bottom of the page. For high 
aesthetics condition, the background of the website was 
simply white with no pattern. On the other hand, for low 
aesthetics condition, the background was an ugly pattern 
wallpaper. Other than menu bar and background pattern, all 
the features of the website held constant.  

  Before the main experiment,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manipulation check. Using Survey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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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from 25 participants were collected on the ratings 
for perceived usability and aesthetics of each of the four 
website stimuli. The four conditions of stimuli are shown in 
Figure 1.  

 

 

Figure 1. Interface Stimuli 

 

Experimental Procedure 
  Subjects were seated in front of a computer screen under a 
dim lighting. Participants were about 80cm away from the 
computer screen. Prior to starting the experiment, 
experimenters first explained participants about the 
meanings of each of the question keywords, ‘Aesthetics’ 
and ‘Usability,’ since they would appear on the screen as a 
single word instead of a question form. Participants were 
also informed that they would be required to rate aesthetics 
and usability level of different interface designs presented 
on the monitor.  Therefore, they were instructed to focus on 
the aesthetics and usability aspects of the design during the 
experiment. Stimulus presentation was created by E-Prime 
Software.  

  The whole experiment took about 1h, including electrode 
placement and instructions.  The experiment consisted of 3 
blocks, one practice trial and two experimental trials.  In the 
practice trial, 4 different website screenshots were shown 
randomly for 2000ms each.  Each website presentation was 
followed by a 500ms mask, and then the two question 
keywords, aesthetics and usability, were presented in 
Korean.  As each of the keywords appeared on the screen, 
participants had to rate the website in terms of each 
keyword concept by responding with the keyboard for 
Yes/No response (1: Yes, 2: No).  When participants made 
a response, the next keyword appeared on the screen.  After 
giving response, the next websites stimulus was presented 
on the screen and subjects underwent the same procedure.  
The two experimental blocks were the same as the practice 
block, except that in this time, the number of trials for each 
block was 40 for each website condition (total = 160 trials).  
Figure 2 illustrates a flow diagram for one sample trial. For 
the first block, ‘Aesthetics’ evaluation took part prior to 
‘Usability’ Evaluation.  After the first block, participants 

took a short break and started the next block.  For the 
second block, ‘Usability’ question came first.  In all 
experimental blocks, the order of stimuli presentation was 
randomized. 

Electroencephalogram Recording 
  The electroencephalogram (EEG) was recorded with a 32-
channel EGI system (Net Amps 300 with 32 channel 
HydroCel™ Geodesic Sensor Net, Electrical Geodesics, 
Inc., Eugene, OR). Electrical activity was amplified with a 
band-pass filter of 0.1-30Hz at a sampling rate of 1000Hz. 
The Cz electrode was used as a reference. Data were 
recorded using EGI’s acquisition software (Net Station 
version 4.2.4). It was ensured that impedances were kept 
under 50 kΩ and they were examined for electrode bridging.  

ERP Analysis 
  After recording, a band pass filter of 1.00-30.00Hz was 
applied to minimize noise. Data were epoched into single 
recordings from 100ms before stimuli onset to 900ms after 
stimuli. For artifact detection, eye blinks greater than 
140.00 mV and eye movements greater than 55.00mV were 
rejected. Also, segments containing more than bad channels 
were excluded. EEG of each subject was averaged 
separately for all the stimuli combinations. Then, baseline 
correction was performed, with a baseline from start of 
segment to 100ms afterwards. 

  ERP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ean amplitude 
values for target components: 80-130ms (N100), 180-
230ms (P200), 280-330ms (N300), and 380-530ms (N450). 

 

Figure 2. ERP Experimental Procedure 

RESULTS 

Behavioral Data 
  Overall, evaluation of usability of the displayed interface 
design took a longer reaction time (RT) than assessment of 
aesthetics (Mean RT for usability evaluation: 327.14ms; 
Mean RT for aesthetics evaluation: 244.84ms).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unlike aesthetics aspect of an interface, 
which is intuitive and subjective, assessing usability before 
actually using it requires more cognitive processes and 
takes a longer time to make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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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when the condition of stimuli was conflicting, in 
other words, the levels of usability and aesthetics were not 
the same (ex. High Usability / Low Aesthetics), RTs 
became longer. The RTs for each condition is listed in 
Table 1. This implies that when one of usability or 
aesthetics is low, participants need to take more attentional 
effort and take a longer time to evaluate and categorize the 
design. 

Table 1. Reaction Time 

 

Electrophysiological Data 

N100  
  This component, seen in time period from 80 to 130 ms, 
was modulated by the main effect of expected usability. 
Specifically, usability evaluation influenced the N100 
across frontal sites.  For right frontal electrodes, the mean 
amplitude for high usability condition was –0.42μV while it 
was –0.38μV for low usability condition. Hence, although it 
is not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usability tools yielded larger negative 
amplitudes than high usability tools. 

P200 
  Between 180 ms and 230 ms on fronto-central sites, the 
P200 was mainly related to usability. On frontal sites, for 
high usability condition, the mean amplitude was –1.56μV 
and for low usability condition, the mean amplitude was –
0.35μV. On central sites, the mean amplitude for high 
usability condition was –0.57μV while it was 0.38μV  for 
low usability condition. Therefore, for both frontal and 
central electrodes, high usability tools showed smaller P200 
than low usability tools. However, compared to the 
hypothesized results from referring to previous similar 
researches, these results were in an opposite direction. 

N300 
  Between 280 and 330ms on central sites, N300 was 
modulated by both usability and aesthetics. High usability 
interface stimuli had a mean amplitude of –0.034μV and 
low usability stimuli had a mean amplitude of 0.84μV. For 
aesthetics, high aesthetics conditions had a mean amplitude 
of 0.099μV while low aesthetics conditions had a mean 
amplitude of 0.70μV. Therefore, high usability condition 

yielded larger N300 amplitude than low usability condition, 
and high aesthetics condition also yielded larger N300 than 
low aesthetics condition. 

N450 
  Between 380 and 530ms on frontal sites, N450 was 
modulated by aesthetics only. For high aesthetics condition, 
the mean amplitude of N450 was –1.22μV and the mean 
amplitude for low aesthetics condition was –0.085μV. 
Hence, interface designs that looked more attractive had 
more negative amplitudes, which is a larger N450 
component.  

DISCUSSION AND CONCLUSION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ilot study with only 
two participants,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a tendency 
of results for the main experiment. However, as 
neurophysiological experiments are normally conducted 
with 10 to 20 participants, analysis of such a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results can be meaningful as it would be 
similar and consistent with other participants to be 
experimented later. 

Behavioral Results 
  Behavioral results indicate that RTs tended to be faster 
when the interface was both high or low in usability and 
aesthetics, compared to when the level of usability and 
aesthetics were in the opposite direction. This could imply 
that usability and aesthetics components of an interface 
design are not completely independent and may affect each 
other, as participants took longer to evaluate the design 
when the two components’ levels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ERP Responses 
  In the early stages of processing the stimuli, it appears that 
visual N100 mainly reflects the expected usability. Since 
the component N100 is known to reflect the sensory 
mechanism of attention, at this time, an internal 
discrimination was occurring to judge the design.  The 
results may indicate that participants applied cognitive 
attentional resources in order to make a judgment especially 
on the affordance or the perceived usability of the design.  

  P200 was associated with usability, higher usability 
interface designs yielding lower amplitude than lower 
usability designs. P200 has been known to be related to the 
manipulability of tools,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erface design acted as a tool for users.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more positive 
amplitudes for high affordance stimuli, in this study, the 
amplitude was more negative for high usability conditions. 
This aspect should be considered more thoroughly in the 
main experiment. 

  During the time period of 280 to 330ms, interface design’s 
usability and aesthetics are both associated with N300. This 

Condition 
RT for    

Usability 
Evaluation (ms) 

RT for 
Aesthetics 

Evaluation (ms) 

High Usability / High Aesthetics 327.14 217.01 

High Usability / Low Aesthetics 441.98 221.18 

Low Usability / High Aesthetics 402.26 272.78 

Low Usability / Low Aesthetics 317.16 2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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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s that there was an interplay between the two 
components at this stage. 

  At a later stage, from 380 and 530ms, N450 component 
was mainly related to aesthetics.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evidence from previous studies where 
aesthetic evaluation always occurs in the time period from 
400ms to 1000ms. 

  Overall, the results of this pilot study imply that when 
evaluating an interface design, within less than 1000ms 
time period, users’ judgment about usability and aesthetics 
are completed based on the first impression of the design. 
Furthermore, the time course of this evaluation starts from 
the sensory processes perceiving visual details of the 
interface first, evaluation of expected usability next, 
assessment of both usability and aesthetics in the middle, 
and ends with aesthetics evaluation only. With this 
tendency of results, the main experiment, which will be 
conducted with 15 participants, will provide a more 
accurate, specific insight on how the assessment of an 
interface design at the first sight is processed. Moreover, 
from the analysis of amplitude changes in the target 
components, it will allow us to evaluate the usability and 
aesthetics level of a design within 1000ms when users face 
only the screenshot of th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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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and gesture 
expression and to understand it when controlling smart 
lighting system. The technology development has brought 
us the smart device which we can control multifunction of 
one or more systems. In order to fully utilize the functions, 
however, we need Natural User Interface (NUI) and 
intuitive control hand gesture. Therefore we conducted an 
experiment of hand gesture expression on 20 subject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what kinds of hand gestures can be 
used to control the smart lighting system. The results 
identify categorization of hand gestures into three types.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gesture type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use of hand such as dominant hand and both 
hands affect the capability of people to express the hand 
gesture. This preliminary study can identify many important 
issues regarding hand gesture based interface for the smart 
lighting system. It can be further improved by verifications 
with consideration of context of use, preference test of hand, 
application of different devices or systems, and gesture 
evaluation. 

Author Keywords 
Gesture based interface; smart lighting system; gesture 
generation; hand gesture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2 

INTRODUCTION 
Smart devices have been popular and changed our 

context of use in daily life. They are equipped with more 
functions and better performance along with convergence in 
technologies and products. This demands Natural User 
Interface (NUI) that users can interact easily and freely with 
the devices. In the NUI, consequently, there are many on-
going researches for building intuitive interface to control 
products and systems in various ways such as speech 
recognition, gaze-based interface, 3D vision, and etc. [10; 
17; 2]. As one of the efforts, gesture based interface has 
been a surge of interest by researchers because of following 
reasons: 1) intimate virtual control of information by 
physical manipulation [6; 7; 11; 15; 21], 2) aid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20], 3) potential of eliminating 

the need of pointing devices by saving the time and effort in 
using the devices for the interaction [3].  

In the various fields where gesture based interface are 
largely studied, smart lighting is an interesting system 
which gesture based interface can be applied. Nowadays, 
lighting system has become a multifunctional system which 
has the traditional function turning on/off the light and 
smart functions such as controlling the color, brightness, 
timer, and energy consumption. These changes require 
users to interact more with the system. Therefore, gesture 
based interface can aid users to intuitively interact with the 
smart lighting system. 

In generating gesture, there are two ways expert centered 
and user centered methods. The expert centered method is 
generating the gesture by expert’s intuition and metaphor of 
similar gestures [1; 9]. It also connects direction of hand 
movement with spatial concept or divides and reorganizes 
users’ gestures into a new gesture [13]. The user centered 
method is generating gestures by collecting the gestures 
from users and deriving the most appropriate gestures. 
Users express adequate gestures by body gesture, drawing, 
and writing in a given environment for specific functions 
[14; 18; 19]. The expert centered method can generate the 
gestures which can be easily recognized in the system but 
can be non-intuitive. As gesture recognition technology 
develops, however, the trend of research moves toward 
developing intuitive gestures though they are more complex 
and difficult in terms of its recognition [4]. Consequently, 
there are many researches to apply the user centered 
method on various devices such as smart home system, 
music player, TV, large display to generate the intuitive 
gestures [5; 8; 12; 16; 22].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of gesture based 
interface for smart lighting systems. Kühnel et al. (2011) 
developed a user centered gesture set of smart home system 
including the lighting system with other products such as 
air conditioner, TV, audio player, and etc. However, the 
functions of the lighting system were only limited to 
turning on/off and controlling brightness. It also did not 
include the functions of smart lighting system and not 
consider the difference of cultures so that it is hard to apply 
directly on the Korean smart lighting system.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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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14) considered the intuitive gestures for 
Korean smart lighting system, the functions tested were 
also limited, and a gesture set was not developed due to 
duplications between specific products and functions.  

This paper is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investigation 
of hand gestures in smart lighting system. For this reasons, 
we have decided to venture into investigating types of hand 
gestures which would be more natural and intuitive to be 
used in daily life under the context of smart lighting. The 
general idea is to find out what gestures are more common 
among a group of test subjects for performing different 
actions to change the smart lighting system’s features such 
as on/off, color, brightness, and switching function between 
the features. 

METHOD 
The whol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in below 

figure 1. Through literature review, test protocol was built 
based on the functions of smart lighting. Before beginning 
the test, subjects read a paper which describes functions of 
smart lighting, and watched a short movie clip showing the 
functions. Due to the paper and movie clip, subjects were 
able to fully understand what smart lighting system is 
capable of. Further, subjects were not shown to Graphic 
User Interface (GUI) of various control applications, which 
are currently available by smart phone, to avoid influences 
on gesture expression. Each subject completed the test at 
the same location with video recording. The video was 
analyzed to categorize the gesture and to generate a gesture 
set.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Twelve tasks were provided to 20 graduate students (14 
males and 6 females, average age: 27.8 years old), and the 
subjects followed each task by using gesture expression of 
hand. Each task was made of three actions using: 1) 
dominant hand, 2) the other hand, and 3) optionally both 
hands if possible. Gestures by hands were not restricted by 
movement of elbow and shoulder, and allowed to express 
freely. The tasks were provided to subjects verbally with 
careful directions by the experiment conductor. Each task is 
described in Table 1. After 12 tasks had been completed, 
subjects were asked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1) 
difference between using different hands; 2) the most 
difficult task and why. 

All the recorded videos were investigated by five 
ergonomic experts to categorize all the gestures into few 
representative gestures. When categorizing them, the first 
criterion was expression type of hands like using a whole 
‘hand’ or ‘fingers’. In other words, the object of motion was 
considered to distinguish them. The second was expression 
of an action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directions. For 
example, moving hand up or down was considered as one 
motion up and down action. These criteria were built by 
subjective judgment of researchers to group and derive 
representative gestures for each task. 

Task 
No. Function Task 

1 

On/Off the 
light 

Turn on one light bulb 
2 Turn off one light bulb 
3 Turn on multiple light bulbs 
4 Turn off multiple light bulbs 
5 Select/ 

Deselect 
Select one light bulb from others 

6 Deselect one light bulb 

7 Intensity 
(brightness) 

change 

Choose intensity (brightness)  
control mode 

8 Increase intensity of light bulb 
9 Decrease intensity of light bulb 
10 

Color(hue) 
change 

Choose color (hue) control mode 
11 Brighten the color of light bulb 
12 Darken the color of light bulb 

Table 1. Task description 

RESULTS 
As mentioned above in the Method section, each task 

was conducted three times for different hands including the 
optional trial of using both hands. In total, there are 720 
gestures from 20 subjects. 

The list of categorized gestures and their names is shown 
below (Table 2). The gesture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following: ‘Hand’, ‘Finger’, and ‘Others’. The 
number of gestures in the three distinctive types are 9, 7, 
and 3 respectively. They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criteria mentioned earlier with combination of each 
criterion; Up & Down (moving hand or finger vertically), 
Slide & Swipe (moving hand or finger horizontally), Open 
& Close (opening and closing hand), Snapping (snapping 
fingers), Clapping (clapping hands), Clicking (motion 
clicking like a mouse), and etc. In both hand and finger 
gesture types, there are the same gestures such as Up & 
Down, Swipe & Slide, Circling, and Drawing. Most of the 
gestures are common and easy to recognize the action. In 
the classification, the preset means that some features are 
assigned to pre-determined number of fingers so that users 
can just raise the number of f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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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gestures, the hand Up & Down gesture is 
most frequently used gesture throughout the whole 
experiment by subjects, 166 times. The second is hand 
Swipe & Slide gesture, 126 times. The third and fourth are 
hand Open & Close and Shaking & Twisting respectively. 
In the experiment, without classifying the types of gestures 
like ‘Hand’, ‘Finger’, and ‘Others’, the top three gestures 
most frequently used are Up & Down, Swipe & Slide, and 
Open & Close gesture respectively. 

Hand Finger 

Up & Down 

 

Up & Down 
 

Swipe & Slide 
 
Swipe & Slide 

 

Open & Close 
 

Snapping 
 

Clapping 
 

Clicking 
 

Dialing 
 

Pointing 
 

Circling 
 

Circling 
 

Drawing 
 

Drawing 
 

Shaking & 
Twisting  

Others 

Pulling  
Preset  

Etc. 

Table 2. List of categorized gestures based on the types 

The total number of gestures expressed by hand and 
fingers were 483 and 162 respectively. The ratio of hand 
gestures to finger gestures is almost 3 to 1. The number of 
rest gestures, which are classified as ‘Others’, are only 75 
(little bit bigger than 10 % of the total number of gesture 
expressions) 

Apart from analyzing the data as a whole task, we have 
investigated more closely to each task (Table 3). In each 
task, the most frequently used gestures vary but many of 
them show concise pattern with its characteristic. 

In the most and second most frequently used gesture, the 
tasks, which can be paired such as on/off, select/deselect, 

increase/decrease intensity, and brighten/darken color, are 
expressed by the same gesture for the paired tasks except 
the task 5 and 6 (select/deselect). Also, there are 48 gestures 
which are consisted of two consecutive gestures and 
classified as ‘Others’ gesture type from Table 2 among 720 
gestures.  

In addition, there are five tasks that show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most used gestures and second most used 
gesture. The tasks are lighting on/off multiple bulbs, 
selection of bulb, and increasing/decreasing intensity. The 
differences in the tasks are at least twice and bigger.  

Task No. Most used 
(Frequency) 

Second most 
(Frequency) 

1 (On) Finger Snapping 12 Hand Up & Down 11 

2 (Off) Hand Open & Close 12 
Hand Up & Down 

Hand Swipe & Slide 
9 

3 (On) Hand Swipe & Slide 25 
Hand Up & Down 

Hand Open & Close 
Hand Circle 

5 

4 (Off) Hand Swipe & Slide 18 Hand Up & Down 9 

5 (Select) Pointing 36 Clicking 6 

6 (Deselect) Shaking & Twisting 12 Finger Drawing 10 

7 (Intensity) Hand Open & Close 14 Hand Up & Down 12 

8 (Increase) Hand Up & Down 42 Dialing 9 

9 (Decrease) Hand Up & Down 42 Dialing 9 

10 (Color) Hand Swipe & Slide 21 Shaking & Twisting 15 

11 (Bright) Hand Swipe & Slide 22 Hand Up & Down 18 

12 (Dark) Hand Swipe & Slide 22 Hand Up & Down 18 

Table 3: The most and second most used gestures for each task 

The short-answer questions helped us better understand 
the result of gesture expression. Among the 20 subjects, 11 
subjects replied that using both hands for a gesture is hard 
to express. Another four subjects wrote that using dominant 
hand is comfortable. To sum it up, 75 % of the subjects do 
not prefer to use the both hands for gesture control of smart 
lighting system. Further, Seven subjects replied that 
changing mode such as changing brightness and color is 
difficult to express with gestures and to come to mind.  

DISCUSSION 
In this study, gesture generation for smart lighting system 

was investigated to provide a gesture set using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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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approach. Twelve tasks of the smart lighting 
system were given to subjects to express gestures which 
they consider as appropriate to conduct the tasks. The 
gestures were categorized as following; 9 gestures using 
hand, 7 gestures using fingers, 3 gestures for preset in other 
gesture type. The most frequently used gesture for each task 
was identified. 

By categorization and frequency analysis, few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can be derived. First, the top 
three gestures in the whole gestures, which are Up & Down 
(both for hand and fingers), Swipe & Slide (both for hand 
and fingers), and Open & Circle (hand only), can be utilized 
and applied on controlling the smart lighting system. 
Second, the same gestures used for the paired tasks, and 
few number of consecutive gestures imply that people want 
to minimize the workload of using gestures when 
controlling the smart lighting system. Third, the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most used and second most used 
gestures imply that the most used gestures in task 3, 4, 5, 8, 
9 are compatible in terms of users’ mental concept. Last,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hand type gesture and finger 
type gesture indicate that people prefer to use the hand 
gestures than the finger gestures for the smart lighting 
system. 

A gesture set is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The process to derive the gesture set 
follows; 1) select the most used gestures that has large 
difference ratio to the second most used gestures, 2) two 
gestures for intensity change mode (task 7) and color 
change mode (task 10) should not be overlapped with other 
gestures, 3) select the gesture with high frequency for the 
rest tasks, 4) Adjust the gesture selected in the previous step 
by choosing the second most or third most used gesture to 
avoid repetition if possible, 5) choose the one with less 
difference to the most used gesture. This process generates 
a gesture set with combination of nine most used gestures, 
two second most used gestures, and one third most used 
gesture. The derived gesture set is Finger Snapping - Finger 
Snapping - Hand Swipe & Slide - Hand Swipe & Slide - 
Pointing - Finger Drawing - Hand Open & Close - Hand Up 
& Down - Hand Up & Down - Shaking & Twisting - Hand 
Swipe & Slide - Hand Swipe & Slide. 

LIMITATION AND FUTHRE RESEARCH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 the 

number of subjects seems to be few with unbalanced gender 
ratio of the subjects. It might be difficult to generalize our 
derived gesture set. Second, users may struggle with their 
memorability, and conflict with their mental model due to 
many functions of the smart lighting system. Lastly, the real 
context of smart lighting system has not deeply studied. The 
various situations and decent technology level have to be 
considered with to derive a better applicable gesture set. 

Future study will be conducted to overcome the above 
limitations with verification of the gesture set. A prototype 

of sensing device will be used based on the context of use 
to derive the appropriate functions which can be expressed 
by gestures. Then, the gesture set will be tested on the 
functions in the usability perspective such as efficiency, 
memorability, error rate, satisfaction. Then, it is expected to 
identify the appropriate gesture set which are applicable 
with the functions of smart lighting system in real lif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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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goal of the paper is to determine the weight 
dependency of 3D prints from their interior structure-infill 
patterns. We provide a detailed explanation with the proven 
evidence of the test results on how infill patterns affect 
weight of 3D prints. We print out 3D objects by using 
different slicing tools such as Cura, Slic3r, KISSlicer and 
Makerbot. The experimental test is done by comparing 
interior structure-infill patterns of 3D prints by measuring 
their weight. This experiment reveals interior structures 
which create lightweight 3D objects.  

 

Author Keywords 
Interior structure, infill patterns, structured printing, slicing 
tools, type of 3D printers. 
 

INTRODUCTION 
To keep up with the latest improvements in 3D printing 
technology, it becomes essential to know about types of 3D 
printers as well as printing techniques, slicing tools. 3D 
printing technology is expanding its implementation fields 
by developing new types of 3D printers that are design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field where 3D printers will be 
deployed. For instance, 3D printers that are designed for 
home use they have easy understandable settings for users. 
Among 3D printers which use fused deposition modelling 
(FDM) technique there are 3D printers which are designed 
especially for home use. This type of 3D printers build 3D 
objects layer by layer from the bottom up by heating 
thermoplastic filament. It is quite easy to use this type of 3D 
printers even for beginners.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ypes of 3D printers provided in the part for types of 3D 
printers. Slicing tools have a huge impact on the printing 
result of 3D objects. In this paper we show the differences 
between slicing tools and how they affect the weight of 3D 
prints. The stress sustainability, print quality, weight of 3D 
prints mainly depends on the used slicing tool and the printer. 
Good slicing tool configuration is necessary to generate good 
quality 3D prints. 

___________________ 

* Corresponding author (smchoi@sejong.ac.kr) 

To fill the interior of 3D prints, various slicing tools offer 
different types of infill patterns. Some slicing tools offer the 
same type of infill patterns, however they deploy different 
algorithms therefore outputs are vary from slicing tool to 
slicing tool. Interior structure influences the quality of 3D 
prints including the cost minimization. To reduce the cost of 
3D prints researchers developed a method - skin frame 
structure [1], with skin frame structure printing technique 
developers were able to save up to 70% of the material. This 
method creates lightweight 3D objects by using skin frame 
structure under the layer of 3D objects.  

Another method hollows 3D objects. This method reveals 
structural problems of 3D objects and then to correct them it 
hollows 3D objects and inserts struts to interior [2]. In this 
study researchers’ goal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3D 
printed objects, make them durable and increase their 
resistance to the given stress. The next method that reduces 
the weight of 3D objects and improves their stress 
sustainability is honeycomb-cell structure printing method [3] 
that was developed to create 3D objects which are stress 
sustainable. In this study researchers mainly focus on stress 
sustainability of 3D objects. 

Also there are additional related works to interior structure 
of 3D prints like [4], [5] and [6], the first one is about creating 
3D prints without supporting struts by balancing them, this 
method generates 3D prints by modifying their volume and 
hollowing only necessary parts of the interior. The second 
one creates lightweight 3D prints with foam like interior 
structure, researchers imitate the bone structure. The third 
one is the method of generating lightweight 3D objects by 
using medial axis tree – internal supporting structure for 3D 
objects’ interior.  

The goal of our study is to determine weight dependency of 
3D prints from their interior structure.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show users how to make trade-offs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lightweight and printing time. 

 
TYPES OF 3D PRINTERS 

Different types of 3D printers employ different techniques 
and use different materials to print 3D objects. Before buying 
a 3D printer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availabl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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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nd the printing technique. 3D printers employ 
different techniques such as stereolithography, fused 
deposition modelling, selective laser sintering, selective laser 
melting, electronic beam melting,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Stereolithography is known as the first 3D 
printing technology that converts liquid plastic into solid 3D 
objects, it is used by SLA (Stereolithography Apparatus) 3D 
printers. SLA 3D printers are good for professional use and 
therefore they are more spread among manufacturers. 3D 
printers that employ fused deposition modelling technique 
(FDM) print 3D objects layer by layer by heating and 
extruding thermoplastic materials. With this technology 
users can print not only their 3D models but also final end-
use products. FDM 3D printers are good for professional use 
as well as for home use. FDM 3D printers that are designed 
for home use are not expensive therefore it is a good choice 
for those who wish to purchase a 3D printer for home use. 
Another type of 3D printers uses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technique to print 3D objects. SLS 3D printers are 
mostly used by manufacturers rather than 3D printing 
technology users at home because these types of 3D printers 
are usually expensive. 3D printers which utilize selective 
laser melting technique in other words SLM 3D printers, they 
utilize a high-power laser beam to fuse and melt metallic 
powders. SLM 3D printers are used in different fields by 
manufacturers. Electronic beam melting is another technique 
which is similar to SLM technique, but the major difference 
is EBM uses an electron beam instead of laser beam, and the 
rest of the process is very similar to SLM. EBM 3D printers 
use metallic powder materials. EBM 3D printers are used 
only by manufacturers. The next technique is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LOM). In LOM technique to 
manufacture 3D objects layers of plastic or metal, and paper 
are fused together by using heat and pressure. After that, they 
are cut to shape with a laser or knife which is controlled by a 
computer.  

 
INFILL PATTERNS OF SLICING TOOLS 

Slicing tools slice 3D models and generate G-Code of the 
loaded model. Below various slicing tools with different 
types of infill patterns options are presented. 

• Cura 

• Slic3r 

• KISSlicer 

• Skeinforge 

• Repitier Host 

• Print Run 

 
All infill patterns by the presented slicing tools are shown in 
Figure 1. 

Cura[7] was developed by Ultimaker, it’s available on 
different operating systems and supports multiple types of 
files such as STL(stereo lithography),  OBJ(Wave front 3D 
file), DAE(Digital Asset Exchange), AMF(Additive 
Manufacturing File). Cura provides four different types of 
infill patterns to users, Cura’s settings is easy to control 
parameters such as infill pattern, infill pattern percentage. 

For our experiments we use Cura’s older version - Cura 
13.04 because Cura’s latest version doesn’t provide infills.  

Slic3r[8] offers eight types of infill patterns, and four of them 
is regular infill patterns and others exotic infill patterns. 
Slic3r has good settings for better extrusions. Slic3r is 
integrated in various printer host softwares. 

KISSlicer[9] is a commercial slicing tool, but there is 
available a free version which has all the needed features. 
KISSlicer offers three simple types of infills such as linear, 
octagonal and rounded patterns. It’s a great slicing tool with 
good setting options that uses STL files. KISSlicer is 
available for different operating systems. 

Makerbot[10] is software for all Makerbot replicator 3D 
printers. Makerbot provides five different types of infill 
patterns. For our experiment we use Makerbot 3.7.0.108. 

Repitier Host and Printrun are host softwares integrated with 
Slic3r. Since host softwares are integrated with Slic3r, they 
offer the same infill pattern options. But Repitier has more 
infill pattern options because it also integrated with 
Skeinforge. They are compatible with other slicing tools. 
Skeinforge is an open-source slicing tool that supports 
multiple file formats such as STL, GTS(GNU Triangulated 
Surfaces), OBJ, SVG(Scalable Vector Graphics),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GCODE and BFB (G-Code 
in the Bits From Bytes format). The easy way to install 
Skeinforge is installing it with other host software which 
includes Skeinforge like Repitier Host. 
 
 
RESULTS OF THE TEST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o determine weight 
dependency of 3D prints from their interior structure 
therefore we printed out 3D objects by using different types 
of infill patterns. In this experiment we use the same 
parameters for each 3D print including material and speed. 
Printing speed depends on the used 3D printer. But with 
some slicing tools like Cura users can change the printing 
speed for different regions of 3D objects. Speed and the 
deployed algorithm of slicing tools play a major role in 
printing time. At high speed 3D prints come out usually with 
some defects, therefore users must know by increasing the 
printing speed they will reduce the printing time and quality 
of 3D prints. The normal printing speed is 45-50mm/s for our 
printer. Infill patterns are internal structures that are widely 
used to strengthen 3D prints and minimize the cost. Infill 
patterns effectively eliminate the internal part of 3D models 
by filling with the selected infill pattern. Infill patterns of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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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not only impact the printing quality, also affect 
stress-sustainability and the weight of 3D models. Before 
choosing a certain type of infill patterns the user has to 
consider 3D model’s strength, printing time, infill percentage, 

material and density. Not only infill patterns affect 3D prints 
but also infill percentage including layer height. The layer 
height should be no more than 80% of the printer’s nozzle 
diameter.  

 

 
Figure 1. Cura infills from (a)- (d);  Slic3r  (e) – (l);   Makerbot (m) – (q);  KISSlicer (r)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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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ing 
Tool Infill Pattern Printing Time 

(h:m) 
Weight 

(g) 

Layer 
Height 
(mm) 

Infill 
(%) 

Speed 
(mm/s) 

Cura 

Grid Hexagonal 1:39 21.4 

0.2 20 40 
Line 1:30 20.7 

Grid Circular 2:38 23.0 
Grid Rectangular 2:16 27.3 

Slic3r 

Hilbert Curve 1:24 19.8 

0.2 20 40 

Rectilinear 1:23 20.6 
Archimedean Chords 1:21 19.7 

Line 1:21 20.8 
Honeycomb 1:40 24.4 

3D Honeycomb 1:29 21.3 
Concentric 1:25 20.4 

Octagram spiral 1:06 16.0 

Makerbot 

Hexagonal 1:49 23.3 

0.2 20 40 
Catfill 2:07 25.2 

Sharkfill 2:46 30.7 
Moroccan star 2:15 35.2 

Linear 2:06 21.9 

KISSlicer 
Straight(linear) 1:09 16.7 

0.2 20 40 Octagonal 1:54 18.8 
Rounded 1:49 18.5 

 
Table 1. Parameters for 3D printing 

 
The available maximum layer height for our printer (Finebot-
Z420) is 0.4mm. But we set it to 0.2mm for this experiment 
because thicker layers usually generate poor quality 3D 
prints.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maximize the 
layer height. Infill percentage is normally used 20%, at high 
infill percentage 3D prints become more stress-sustainable 
hence high infill percentage is used when it is necessary to 
maximize the strength of 3D models, however by 
maximizing stress sustainability the amount of material used 
in printing is increasing as well as printing time. Therefore 
users make trade-offs between two requirements – cost 
minimization and stress sustainability according to their 
needs. To minimize the cost or when it is needed to create 
light weight 3D models infill percentage can be 5-10%.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infill percentages are slightly differ 
from one slicing tool to another slicing tool because of their 
deployed algorithms.  

We printed out two 3D objects by using different slicing 
tools. As it is seen from the picture (Figure 2) the size of 3D 
objects and infill patterns are the same including infill 
percentage - 20 %.  

But the sizes of infill pattern cells are different despite they 
have the same parameters. The size of infill pattern cells 
impacts the weight of 3D prints therefore their weigh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Users have to consider this kind of 
issues before selecting infill patterns and infill percentage. 

 

 
Figure 2. The difference of interior structure cell size  

 

The most efficient infill pattern to strength 3D models and 
reduce the amount of material used in 3D printing is 
hexagonal infill pattern. But hexagonal infill pattern requires 
more time than other infill patterns like straight infills, 
Octagram spiral, line and diagonal infill patterns. Hexagonal 
infill pattern is widespread, various slicing tools offer this 
pattern but they deploy different algorithms, therefor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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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 are different. If the user needs to minimize the cost 
then the best option will be straight, Octagram spiral infill 
patterns. 

We used several types of infill patterns from various slicing 
tools and compared their outputs with each other to find out 
which interior structure- infill pattern generates light weight 
3D prints. All 3D prints have the same size as it is shown in 
Figure 3 including layer height. Area of each 3D print is 5cm 
x 5cm and height is 2.5cm. 

 

 
Figure 3. The result of 3D prints 

 

In this experiment we closely study the presented infill 
patterns and came to conclusion the most efficient interior 
structures which generate lighter 3D prints are: 

• Octagram spiral  -  16.0g 

• Straight(linear)  -  16.7g 

• Rounded  - 18.5g 

• Octagonal – 18.8g 

Their printing time is also less than other infills’ printing 
time. Infills and infill percentage depend on a slicing tool’s 
algorithm. This study will help users to understand how 
infills play a major role in creating light weight 3D objects. 

As we mentioned earlier that slicing tools may offer the same 
infill patterns, we decided to compare hexagonal infill 
patterns from different slicing tools. There are three 
presented slicing tools provide the same type of infill 
patterns. Since Cura, Slic3r and Makerbot (Figure 4) have 
the same infill pattern- hexagonal pattern, we compared their 
hexagonal infills.  Below the diagram shows that they have 
slightly different weights, the lightest one (also cost-effective) 
is Cura’s hexagonal infill. 

 
Figure 4.  This diagram shows the weight differences 

between slicing tools for hexagonal infill 
 

 

CONCLUSION AND FUTURE WORK 
This survey will be useful for everyone who is interested in 
3D printing technology. In this paper we introduced different 
types of 3D printers and slicing tools, mostly we focused on 
slicing tools, especially infill patterns. We provided a 
detailed explanation how infill patterns affect 3D prints. 
Slicing tools can be very important in terms of strength of 3D 
models and cost minimization. The future work will include 
novel infill patterns and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in 
terms of stress – sustainability, quality, cost minimization 
and printing time. We are currently working on the shape 
adaptiveness of new inf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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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불평등으로 정보 소외 현상을 

겪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이고자 노인을 위한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전반적인 보행 경험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Field Study 를 수행하여 총 14 개의 

경험요소를 도출하고, 노인의 사용경험 제고를 위한 

To-do 리스트와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 guidelines to help 

develop pedestrian navigation specialized for 

elder citizens. By conducting a field study, we 

found Fourteen constructs from the elders’ 
everyday walking experiences based on their 

pedestrian navigations. From these constructs, 

we propose a to-do list to improve the elders’ 
user experiences for the navigation and 

provide a new question to explore further. 

 

주제어  

HCI, UX, UX Evaluation, UX Factor, Elder 

Citizen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따른 다양하면서도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 14]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고 지식과 경험을 

가졌기에 쉽게 스마트폰을 받아들인 청장년층과 

스마트폰 사용에 미숙하여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점차 가중되어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빈곤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13] 

4대 정보 취약 계층 중 하나인 노년층은 급속한 

변화로 이루어진 인터넷 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고, 디지털 기기의 이용 경험이 많지 않아 

디지털 정보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 소외 

현상이 특히나 심각한 상황이다. [6] 

 이러한 노년층의 정보격차는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며 

가치 있는 정보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노년층이 생활 전반에서 소외되는 정보사회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게 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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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디지털 정보기기의 보유 여부, 

정보기술과 지식의 질과 양으로 인한 수준 차이, 정보 

접근과 활용능력에 따라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지식과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자원의 

접근 기회와 활용능력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사이에 넘기 어려운 경계선이 형성되었다. [15] 

 

1.2 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하며,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특히 육체적으로 노쇠한 사람을 가리킨다. 

법률적으로는 제정 목적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분하고 있다. [12] 또한 

우리나라는 환갑을 지난 사람, 즉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4]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3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년층의 스마트폰 시작 

연도는 2012년 이후 72.6%로, 2010~2011년 

22.9%에 비해 3배, 2008~2009년 4.4%에 비해 16배 

가까이 늘었다.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일반 이동전화 

(피처폰) 보유율이 9.0%로 타 계층 대비 높은 편이나, 

스마트폰 보유율도 91.0%로 높아 계층 간 스마트폰 

보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하지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모바일인터넷 활용 

능력은 타 계층 대비 낮게 나타났고, 단말기 기능 및 

조작의 편리성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다른 계층에 

비해 5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 

모바일인터넷 이용 목적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8.5%로 타 계층 대비 낮게 

나타났고,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목적은 ‘지도 및 길 

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49.1%),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도착확인’(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1.4 노인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노인 정보격차의 해소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정보 구매자의 능력과 인식 정도에 따라 

정보 접근과 활용능력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은 관계 네트워크의 

장소를 제공하며, 물리적 소외와 고립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참여와 관계망 형성을 돕는 

가상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계층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5] 넷째는 정보화가 

노년층의 역할 축소 및 상실에 대한 극복과 그들이 

가진 사회 교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2] 다섯째는 정보 활용능력이 노인의 삶에 있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정서, 친교, 경제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 

그러므로 노년층의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정보사회의 불평등 현상의 대응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보사회의 불평등으로 정보 소외 현상을 

겪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이고자 타 계층 대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위치기반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및 

길 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를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다니시 

는 60세 이상 노인 9명(여자 4명, 남자 5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노인의 전반적인 보행 경험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복지관에서 집까지 함께 귀가하면서 Field Study를 

수행하였다.  

표 1. 참가자 정보 

순서 성명 성별 연세 

P1 이** 남 81 세 

P2 김** 남 79 세 

P3 홍** 남 77 세 

P4 송** 남 8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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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박** 여 71 세 

P6 손** 여 70 세 

P7 김** 여 70 세 

P8 김** 남 76 세 

P9 김** 여 89 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에서 수업을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노인에게 

액션캠을 씌워드리고 함께 댁으로 귀가하면서 

복지관에서 댁으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설명해주시는지, 방향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시간에 대한 설명이나 

거리에 대한 설명 중 어느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지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를 집중하며 Mental Model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병원이나 교회 등 댁에서 도보 

이동 가능한 자주 다니는 경로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렸고, 이 질문 또한 노인의 Mental Model 

분석에 집중하면서 Probing Question으로 깊게 

인터뷰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평소에 잘 모르는 

목적지를 갈 때 불편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에 관해 

질문 드렸고, 평상시 길 찾기의 어려움이나 낯선 곳을 

갈 때의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였다. 네 번째 질문은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에 대해 평소 자주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인지, 지도나 

대중교통 관련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신지, 

주로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서비스(기본 

애플리케이션)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보았고 

스마트폰 화면 캡처를 함께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인 사용경험을 분석하였고, 귀갓길을 

찾는 방법을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연함으로써 

이해도와 직관성 등을 점검하였다. 여섯 번째 질문은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혹은 사고를 당할 뻔한 

본인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간접 경험에 대해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낙상), 길을 잃거나, 화장실이 

급했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에 관해 질문 드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에 대해 여쭤보았다. 

 

 

그림 1. Field Study 

 

Field Study 이후, 녹음된 액션캠과 캠코더 영상을 

보면서 각 6개 인터뷰 질문에 대해 Field Note를 

작성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한 문장 단위로 나누어, 

해당 내용을 발언할 때 관찰된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며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인상 깊었던 점과 

함께 연구자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또한 Open 

Coding과 Axial Coding을 바탕으로 도출된 속성을 

단계적으로 추상화하여, 총 14개의 경험요소를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총 14 개의 도출된 노인의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에 관한 경험요소를 표 2 과 같이 경험요소 

특성에 따라 크게 5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중요도 

순에 따라 1 번부터 5 번까지 번호를 매겼다. 그리고 

각 경험요소에 해당하는 레퍼런스의 언급 수를 

카운팅하였다.  

표 2. 노인의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에 관한 

경험요소 

그룹 경험요소 언급 수 

G1 정보취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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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성 3 

G2 

환경고려 14 

유연성 1 

경험성 22 

고지식함 2 

여유로움, 관대함 6 

G3 보행선호, 경제성, 건강고려 16 

G4 

저항성 7 

비친밀성 2 

불필요성 5 

미숙함 10 

G5 
직조작성 3 

간결성, 가독성 6 

 

3.1 환경고려, 유연성 

노인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방향의 길이라도 외부 환경에 

따라 선호하는 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좋은 주변 환경의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 덜 

건너는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 특히 해가 드는 길이 

싫어서 골목으로 다니시는 모습, 그늘진 길을 

선호하시는 모습, 겨울엔 바람이 덜 타는 길을 

택하시는 모습, 비를 피하고자 다리 밑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통해 날씨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위 환경도 엄청 좋잖아요. 물도 내려가지 여기 볼 

것도 많아. 고기도 많고 청둥오리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많아요.” (P6) 

“이 쪽길로 오지 나는. 여기는 건너잖아.” (P6) 

“빛이 나면 뜨겁고 그런 게…” (P9) 

“개천으로 가야지, 그늘로” (P6) 

“그늘이니까 쭉 가지. 이쪽으로 가면 햇빛이잖아요. 

그래서 그늘로 갈려고 쭉 가서…” (P6) 

“항상 요리로 걸어 다니지, 그늘로” (P6) 

“비가 와도 비도 안 맞고 가잖아, 다리가 있기 

때문에.” (P6) 

 

또한 이러한 특성을 통해 노인이 보행 경로 고려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겨울에는 바람이 덜 타는 데로.” (P9) 

“요리 내려와서 저 밑으로도 건너고, 요리 올라와서 

건너면 집에 갈 때까지 그늘이에요.” (P6) 

“요 방향으로 가도 되고 요 방향으로 가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P9) 

 

3.2 경험성, 고지식함 

노인이 환경을 고려하여 길을 선택하는 모습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해당 

길목에 다니는 버스의 번호나 환승 정보를 습득하시는 

모습, 집 근처 냇가를 따라 한강에 다녀오시는 모습을 

통해 노인은 경험으로 길 찾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길 찾기 

정보를 수집하는 경험은 많이 다니면서 실패를 통해 

다듬어진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딱 시간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봐.” (P3) 

“그러면 중간중간 다 나오잖아. 버스 번호도 

지나가는 거 보고.” (P3) 

“어디로 가는지 다 있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P3) 

“어디서 딱딱 환승 되는지 알잖아. 그러면 어디서 

환승하면 되겠구나를 알잖아.” (P3) 

“홍제천 따라 쭉 걸어서 한강도 나가보고, 천도 

따라가 보고.” 

“노인들은 골목길을 다 알아.” (P3) 

“다녀본 길은 본인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는 수밖에 없어.” (P3) 

“자꾸 경험을 해봐야 그런 일이 안 생기지.” (P3)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다고, 길 찾아가는 게.” (P3) 

 

이러한 경험으로 찾은 길이기 때문에 평소 다니시는 

길과 다른 길을 알려주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과 함께 평소 다니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고지식한 면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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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렇게 안 가.” (P2) 

“우리는 그리고 안 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 (P3)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런 길 알려주면 

우리한테 단번에 혼나.” (P3)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길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가는 길을 뱅뱅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 (P3) 

“요즘 너무 내비에 의존하다 보니 돌아돌아. 그냥 

편리하게 사는 거야.” (P3)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여.” (P3) 

 

3.3 여유로움, 관대함 

노인이 경험을 통해 길을 찾는 모습은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길을 잘못 드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관대하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버스나 지하철을 잘 못 타더라도 

환승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 무작정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온다는 말씀, 그러므로 10 분 거리가 

30 분 걸린다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천천히, 빨리 가면 더우니까 쉬어가고 그래.” (P6) 

“몰라도 요즘엔 다 환승이 되니까. 지하철 타나 버스 

타나 다 환승은 되잖아.” (P3) 

“그냥 가다 보면 나와.” (P3) 

“10 분 걸릴 거리를 30 분 걸려.” (P3)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가고 그런 거는 없어.” 

(P3) 

 

3.4 보행선호, 경제성, 건강고려 

노인은 시간이 많으므로 되도록 걸어 다니려고 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으로 

오래 걸리더라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자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웬만하면 걷지” (P3) 

“걸어 다닐려고 복지관 다녀요. 운동하려고.” (P6) 

“홍제동이나 모로네 이쪽으로는 무조건 걸어가, 

운동하려고. 걸어가는 일이 많지.” (P6) 

“움직이려고. 걸어서 20~30 분 천천히 가는 이게 

운동이거든. 안 그러면 사람이 쳐진다고.” (P4) 

“우리는 전철 탈 때 돈 안 내고 타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걸어서 가지, 홍제동까지.” (P6) 

“우리가 영감 노인이니까 공짜로 된 지하철이 

좋아.” (P4) 

“홍대 쪽으로 걸어서 가는 거야, 전철 타려고.” (P6) 

“우리 노인들은 전철이 무임이니까. 지하철 타면 

목적지가 저기에 있으면 환승 환승 환승.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P3)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1,200 원 덜고 

되도록이면 걸어 다녀야지.” (P2) 

 

3.5 정보취약 

앞에 언급한 4 가지 성향(환경고려와 유연성, 

경험성과 고지식함, 여유로움과 관대함, 보행선호와 

경제성 및 건강고려)이 노인의 보행에서 나타나는 

원인으로 노년층은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디지털 기기의 이용 경험이 적어 정보 소외 현상을 

겪는 정보 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6] 이러한 길 

찾기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노인이 다니시는 길로만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모르는 길을 가야 할 경우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는 짐작에 찾아가면 맞고.” (P9)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 (P3) 

“잘 몰라서 무조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P8) 

“이 근처 사세요?” (P8) 

“항상 찾아 당기니까 익은데는 가는데 모르면 

물어봐야 해.” (P9) 

“어디로 가야 빠르냐고 물어보고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지.” (P9)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이용하지.” (P8) 

 

이러한 정보 소외 현상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취약함은 다니시는 길로만 다니시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처음 가보는 길은 없어.”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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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물어봐, 아는 길을 왜 물어봐.” (P3) 

“지도로 알 필요도 없고, 다 아는 길을 뭐하러 

찾아.” (P3)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으로 정보 소외 

현상을 겪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이고자 타 계층 대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위치기반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및 길 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를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60 세 이상 노인 9 명을 대상으로 

Field Study 를 수행하였고, 6 개의 인터뷰 질문에 

대해 Field Note 를 작성하였다. Open Coding 과 

Axial Coding 을 통해 총 14 개의 노인의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에 관한 경험요소들을 도출하였고 

경험요소의 특성에 따라 크게 5 가지 그룹을 분류하고 

중요도 순으로 번호를 매겼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G1, G2, G3 에 대해 각 경험요소에 

해당하는 레퍼런스와 그에 따른 분석을 서술하였다.  

노인의 전반적인 보행 경험요소에 대한 방향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탐색적인 목적을 

위하여 응답이 어려운 노인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질적 방법론을 택하였다.  

또한 노인의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에 관한 

경험요소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후속 연구인 노인을 

위한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연구에 기초가 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노인의 

스마트폰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에 관해 표 3 과 

같이 노인의 사용경험 제고를 위한 To-do 리스트와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3. 노인의 사용경험 제고를 위한 To-do 리스트 

경험요소 To-do 

정보취약 

정보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길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물리적 소외와 고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가 필요 

과거성 

새로운 정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고 

과거 정보를 숙지하고 계시는 노인을 

위해 변경되기 이전의 과거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제시 

환경고려, 

유연성 

외부 환경에 따라 선호하는 길이 

달라지는 노인을 위해 날씨나 주변 

환경에 관한 DB 구축을 통해 노인이 

만족하는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 

경험성, 

고지식함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길 찾기 

정보이기 때문에 노인이 자주 다니는 

경로에 관한 DB 를 구축하고, 구축된  

DB 를 기반으로 길 안내 경로를 제시 

보행선호, 

경제성, 

건강고려 

경제적인 고려와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웬만하면 걷고자 하는 노인을 위해 

보행자용 길 찾기 서비스가 필요 

불필요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 전화나 문자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불필요함을 

느끼고 사용하지 않는 노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미숙함 

스마트폰 관련 용어를 어려워하는 

노인을 위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를 선택 

직조작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복잡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하고 사용 결과가 즉시 반영되도록 설계 

간결성, 

가독성 

시력이 좋지 못한 노인을 위해 적은 양의 

정보와 큰 글자 크기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간결한 UI 를 제시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인 노인을 위한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범용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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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위한 보조적 

수단인 촉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 사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장애보조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 시 위험요소와 디자인요소 

도출을 위해 시각장애인및 보행지도 교사들과 함께 

관찰과 디자인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시 공간 지각형태는 크기, 분류, 방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촉각, 시각, 촉각+시각 등 다중감각적 

정보제공방법과 3D 프린팅 기반 촉지도로 표현 

가능한 디자인 요소가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3D Finger Map’을 소개하고, 관련 

디자인 및 사용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how to co-design 

a 3D finger map coupling with two purposes; 

one is to enhance independent mobility for the 

blind and the visually impaired; the other i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that support. In order that, we have a 

particular interest of how the blind perceive 

spatial information when walking. 

Observations and co-design workshop have 

been made.  Relevant design issues and 

usability issues will be discussed.   

주제어 

촉지도, 촉각정보, 시각정보, 3D 프린팅, 시각장애인 

보조기구 

본문 

1. 서론 

독립보행은 개인의 사회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저시력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 년 

인구 1,000 명당 5.99 건에서 2014 년 6.34 건으로 

전체 장애인구 증가율보다 0.35 건 증가하였다 [1].  

시각장애는 질환 및 사고에 의해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후천적 시각장애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각기 질환에 의한 발생이 가장 

높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에 의한 

후천적 장애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그중 시각장애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저시력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 년 인구 

1,000 명당 5.99 건에서 2014 년 6.34 건으로 전체 

장애인구 증가율보다 0.35 건 증가하였다 [1].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는 다양하다. 전통적인 개인 이동 보조수단인 

흰 지팡이, 안내견부터, 공공시설물인 유도블록, 점자 

안내판 및 촉지도,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앱(APP)과 

연동되어 지원되는 음성길 안내 지도 “커뮤니티 매핑” 

[3]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프로세스는 정위, 위치파악, 

방향설정, 이동 경로 계획, 이동 5 가지로 구분되며 

[4], 보행을 지원하는 지도시스템은 크게 2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맵 (Orientation)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맵  

(Navigation). 내비게이션 맵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동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칭하며, 반면 오리엔테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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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행을 시작하기 위해 정위와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를 주로 지원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독립보행과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지원시스템 

비교
Orientation Map

• 타인중심심상반영

•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촉지도가
오리엔테이션 지도에 속함

• 정적인형태(Static, in-situ maps)

위치한 곳의 기준을
잡는다.

1. 정위
(Position)

전체 구조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

2. 위치 파악
(Location)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향을 결정한다.

3. 방향 설정
(Orientation)

목적지로 가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계획한다.

4. 이동경로계획
(Navigation)

이동한다.
5. 이동

(Movement)

Navigation Map

• 자기 중심 심상 반영

• 시각장애인 길안내지도(Navigation 
Aids)로서 개인화된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음

• 휴대가능 형태(Portable, hand-held maps)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촉지도 (건물 내 촉지도 

안내판, 촉각 지하철 노선도 등)은 정적으로 설치된 

오리엔테이션 맵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설치형 

오리엔테이션 맵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낮고 점자와 양각선, 음성출력에 한정된 

정보 제공방식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용률과 사용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학습률이 시각장애인 전체의 5.1%로 

점자를 통한 문자정보 이외의 독립보행 상황에 맞는 

정보의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에 따라 양산 및 주문제작이 형태 

독립보행 지원을 위한 주문형 촉지도가 제작되고 

있으며 [5, 6] 위험요소의 햅틱 [7] 등 적정기술을 

적용한 디자인 요소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저시력자 포함)의 독립보행을 

위한 지역 단위의 오리엔테이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3D 프린팅 제작기반 촉지도 디자인을 목표한다. 

이를 위해 설리번 학습지원센터의 보행지도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과정을 관찰ㆍ분석하였으며, 

보행 시 위험요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체계화 

방법을 도출하고, 최적화된 3D 프린팅 제작기법을 

활용한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2. 기존 연구 

2.1. 촉지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2014 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정의한 

촉지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요 시설 및 설비, 방의 

배치, 이동 공간 위치정보를 돌출된 선과 양각 면, 

점자, 촉지 기호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만져서 알 

수 있는 안내도이며, 촉지도의 적용 범위는 

시각장애인에게 대략적인 위치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점자안내 판 중 양각화된 선 및 면, 

점자, 묵자로 구성되어 손으로 촉지할 수 있는 

안내도면에 대한 것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위치 및 시설 정보를 채택하여 시각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촉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질 및 구성,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에서 

촉지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2. 시각장애인들의 공간 지각프로세스 (Perception) 

시각장애인들의 공간 지각형태의 특징은 

크기(Scale), 분류 (Categorical), 

방향성(Orientation)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8, 9]. 

크기(Scale)은 해당 물체의 사이즈로, 손에 들어오는 

크기 외에 먼 거리의 물체나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 

물체는 구체적으로 지각하기 어렵다. 

분류(Categorical)는 경험적 촉각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환경과 공간에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도로 

옆에 가로수, 건널목과 같은 범주화 된 방식으로, 

지각을 쉽게 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방향성(Orientation)은 시각장애인은 공간에 대하여 

자기중심 심상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며, 좌우 판별은 

가능하지만, 타인 기준의 방향 판별의 투시는 

어렵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시각과 촉각 외 햅틱 감각을 공감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Shenkar 와 Algom [10] 은 

익숙한 소리를 사용 시각적 객체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공간상의 점을 연속적인 청각 음을 주어 

인식하게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청력의 변환에 따라 

시각적인 자극을 그리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은유 방법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공간적 

학습하여 컴퓨터 등 표시객체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고 분석적 방법은 구현 공간에서 사람의 위치 

인식을 용의하게 하여 음향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다. Brock et al. [11]은 멀티 터치 스크린과 양각된 

선 그리고 음성 출력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맵을 

제작하였다. 사용 관찰결과, 공간 학습과 촉각 

이미지를 읽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개인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랜드마크의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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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보다는. 경로중심의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Yatani et al. [7]는 촉지도를 인식하여 

지도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를 인식할 방법으로 공간에 

촉각적 피드백을 주어 시각장애인이 위치 정보를 

습득하고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가야 할 

방향으로 진동을 주어 거리와 방향에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용 시스템을 제안했다. 

 

3. 사례연구  

본 사례연구는 시각장애인 지원기관인, 설리번 

학습지원센터와 2014 년 12 월부터 2015 년 

11 월까지 (11 개월) 동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촉지도 

제작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 차 촉지도 작업은 

서울시 경복궁에서부터 설리번 학습지원센터까지 

주요 경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2 참조]. 특히,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시각장애인센터와 맹학교 주변의 보행지도 보조와 

비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경로 관련 

위험요소와 편의요소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 경복궁에서 학습지원센터 촉지도 

  

3.1. 연구절차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과 인지특성을 반영한 

촉지도 제작을 위해 (1) 시각장애 체험을 통한 

보행경험 (비시각장애인 연구자 대상), (2)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관찰, (3) 디자인 워크숍을 

통한 촉지도 개발 주요 정보 구조화 및 디자인 요소 

개발 (4) 사용성 평가로 4 단계로 구성되었다. 

 

3.2. 보행지도 영상분석을 통한 보행 위험요소 도출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행지도 

교사가 서울 맹학교로부터 설리번 

학습지원센터까지의 시각장애 아동 2 명을 대상으로 

보행 경로 학습시키는 영상을 받아 분석하였다 [표 1 

참조]. 

표 1. 보행지도 영상 분석 

주요 장면 상황 요소 

 

흰 지팡이로 

오토바이를 쳐 

소리가 나 

위협을 느낌. 

위험요소 - 가변 

장애물 (주·정차된 

오토바이나 

자동차) 

 

가로 변의 

화단에 발이 

빠져 넘어질 뻔 

함. 

위험요소 - 불변 

장애물 (가로변에 

설치된 화단, 

가로수, 가로등) 

 

(앞) 횡단보도를 

건넌 뒤 방향을 

잃고 차도 

쪽으로 보행함. 

위험요소 - 

불변장애물 

(하수구, 낮은 

울타리) 

 

보도가 끊어지는 사  

 차가 나와 

정지함. 

위험요소 - 가변 

장애물 (주차된 차, 

운전중인 차) 

 

보행 중 

대부분을 

유도블록에 

의지함. 

편의요소 – 

유도블럭(방향 

설정에 도움) 

 

차 소리가 크게 

들리자 그 반대 

방향의 벽에 

의지해 보행 

편의요소 – 

벽(보행에 도움) 

 

3.3. 보행 위험요소 해결을 위한 디자인 워크숍  

워크숍의 목적은 시각장애인 독립보행의 

인지적/감정적 어려움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 

도출하고, 촉지도 제작을 위한 감각적 디자인 요소를 

정의하여, 실 개발을 위한 솔루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워크숍 참가자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디자이너, 

개발자를 포함한 6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 시간 

30 분 동안 진행되었다. 워크숍 절차는 4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해하기 (Understanding, 30 분), 

아이디에이션 (Ideation, 30 분), 디자인응용(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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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30 분), 기술디자인제안(Technology 

Design, 60 분).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대하여 교감하는 단계이다.  

 아이디에이션(Ideation) 과정에서 [표 2]와 같이 

시각장애인 경험기반 보행 보조 정보를 

세분화하였다. 

표 2. 시각장애인들의 경험기반 보행 보조 정보 

분류  세부 정보 

물리적

환경 

일반적 특성 보도 폭, 보행로 길이, 

차량통행 방향, 벽의 유무 

 보행장애물 차량, 오토바이 

 지형적 특성 가로의 경사도 

 도로 구분 보행전용, 보도/차도 겸용, 

자전거 겸용, 교차로 

 거리 평균 보폭에 따른 거리 

간격 표시 

가로 

시설물 

조경, 녹지 가로수/배수구 

 조명시설 가로등 

 교통시설 신호등, 횡단보도 

 편의시설 유도 점자/선형 블록 

랜드 

마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타건물,  

 

디자인 응용(Design Application)단계는 촉지도에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촉각, 시각, 촉각+시각 

등 다중감각적 요인으로 정리하여, 기술적 제작 

방식을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표 3]. 

표 3. 다감각적 촉지도 디자인 요소 

감각 대상 방법 

촉각 도로 명 점자 

 도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 

 횡단보도 울퉁불퉁 질감 

 막다른 길 U 형태의 패임 

 축적 거리측정센서 

 인도, 차도 구분 프린팅 된 건물의 

밀집도 변화 

시각 랜드마크 중요도 높이 변화  

 랜드마크 권역 색상 변화 

청각 촉지도 전체  녹음된 음성 

청각+촉각 버스정류장 심볼, 음성안내  

시각+촉각 경로 표현 2-3mm 의 LED 

선 

 거리 표현 일정 거리간격 

테이프 

 위험요소,편의요소 색이 다른 LED 

표현 

 

3.4. 3D 프린팅 기반 촉지도 제작과정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을 효과적으로 돕고,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이끌 수 있는 촉지도를 앞서 

시행한 문헌조사, 디자인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촉지도 대상 지역인 경복궁역으로부터 서울맹학교,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간의 지적도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하였으며, 3D 프린터를 통해서 flexible 

PLA 재질로 프린팅 했다.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하양 5 가지 색깔을 사용해 각 밀집구역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색깔 범례를 지정했다. 색깔 범례를 

적용을 통해 비시각장애인들에게 촉지도에 대한 

심미적인 인식개선 효과와 저시력자들에게 구분 

가능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 4. 색깔 범례 

색깔 예시 의미 

빨강 

 

시각장애인 관련 

주요지역 

노랑 

 

관공서,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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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업지역 

파랑 

 

관광지역 

하양 

 

주거지역 

700:1 의 축적을 하게 된 본 촉지도에서 정보의 

밀집도로 인해 랜드마크 수와 심볼표현은 부가적 

학습을 일으키므로 최소한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화살표 모양으로 버스정류장의 위치와 

버스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심볼과 시각장애인들이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기 위해, 손가락끝이 U 자형 

모양으로 막혀 더 이상 진입이 어려운 공간임을 

알려주는 심볼, 기존의 건널목의 형성을 직접 활용한 

표현들이 제작되었다 [그림 3]. 

그림 3. 심볼(좌측부터 순서대로 버스정류장, 막힌 길, 

횡단보도) 

 

 

향후 공간적인 정보를 시각을 제외한 촉각과 

청각으로 제공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 

적당한지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된 

실험 및 검증이 필요하다. 

3.4. 촉지도 사용성 파일럿 평가 

사용성 파일럿 평가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3 명을 대상 [표 5]로 진행하였으며, 

촉지도 범례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후, 촉지도를 

10 분간 자유롭게 탐색한 후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을 

얻었다[그림 4]. 

표 5. 파일럿 평가 대상자 

연령(만) 성별 장애 정도 기록 

16 세 남 전맹 

(중복장애 없음) 

비디오 및 

음성 기록 

15 세 여 전맹 

(청각장애 3 급, 보청기 

음성 기록 

사용) 

21 세 남 약시 

(중복장애 없음) 

음성 기록 

 

인터뷰 결과, 기존 개별 보행학습과 비교하여, 

촉지도를 통한 보행학습은 보행 시 경험하는 언덕, 

회전 횟수, 현장 소리 등 1 인칭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지역을 학습함에 비해, 촉지도 이용 후에는 

지역 전체의 형태를 그리는데 용이하다고 공통으로 

강점을 이야기하였다. 개선의견으로는 촉지도 사용시 

시각장애인의 손가락 끝은 비시각장애인의 발과 같은 

이동 경로의 인덱스로, 현재 메인 및 핑거도로에 있는 

점자가 공간의 제약으로 이동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로학습 시 시작점과 

도착점을 탐색하는 중간 과정에서 기준점이 찾는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촉지도의 

사용성과 학습능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디자인 개선점이 반영될 계획이다.  

그림 4. 촉지도 사용성 평가 

 

 

5. 결론 및 논의 

3D 프린팅의 대중화로 맞춤형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렇기에 맞춤형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기존의 촉지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재 공간정보 제공방식의 

표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호작용형 촉지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경로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랜드마크 정보의 수, 

정보 제공방식 및 순서 등 시각장애인이 촉지도 학습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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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수반되어, 실제 독립보행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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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게임화와 상징화 전략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 게임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구상 및 설계 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걷기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전통 놀이인 

땅 따먹기의 상징 구조를 응용한 모바일 헬스 게임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6 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개발한 프로토타입의 만족도와 디자인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통해 위치 

좌표 인식 방식 알고리즘과 사용자들의 멘탈 모델 차이, 

사용자의 행동이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의 동기 

부여 저하, 상징화와 시각적 피드백의 중요성, 그리고 

경쟁 및 사회적 소통 관계의 게임화에 대한 제언 등 

4 가지 디자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work we propose mobile health game 

design through gamification and symbolization 

to promote daily physical activity. We present 

an initial implementation of a location aware 

pervasive game prototype designed by using 

gamification and symbolization proposed on 

our work. This game was inspired by the old 

traditional play, the ground of conquer. 6 

people tested the prototype and the result was 

evaluated by focus group interview. In our 

approach, we resulted four findings of the 

prototype.  Four findings are (1) diffences 

between location awareness algorithm and 

users’ mental model of it, (2) decresed 

motivation when users could not take a proper 

feedback from the system, (3) importance of 

symbolization and visual feedback, and (4) need 

of competition and social support. We 

suggested significance of future work based on 

the four findings.   

 

주제어  

Daily Physical Activity, Gamification, 

Symbilization, Pervasive Game, Mobile Game 

Design 

 

서론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과체중과 비만은 당뇨병과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된다. 2014 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비만률이 1980 년에 비교하여 두배로 증가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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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와 젊은 성인들이 이러한 비만과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좌식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 모바일 스마트폰(이하 모바일)과 같은 

기술들은 특히 신체 활동을 부족하게 만든다[17, 22]. 

따라서, 일상에서 좌식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모바일 내부의 센서 기술(예, 

GPS, Wifi, Bluetooth, heart rate 등)이 발전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하 신체활동을 위한 핼스 

앱)이 증가하고 있다[11]. 현재 상용화 된 신체활동 

핼스 앱을 사례 분석하여 주요 기능과 특징, 활용한 

주요 활용 기술에 따라 요약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현재 서비스 중인 신체 활동 핼스 앱의 기능, 특징, 

주요 활용 기술 요약 분류 

앱 종류 앱 이름 주요 기능, 특징 주요 기술 

트레이닝 

Nike 

Training 

운동 프로그램 제공 

나이키 상품 정보 제공 

새로운 운동 프래그램 

링크 제공 

Video download 

Cody 

트레이너 영상 유료 제공 

사용자 커뮤니티 형성, 

운동 후기 공유 

Video download, 

SNS 

활동추적 

Runtastic 

활동 추적 정보 통계 

제공 

개인 활동 정보 공유 

다른 사용자 트랙을 

설정하여 운동, 서로 

실시간 응원 가능 

Activity Tracking, 

Sharing, GPS 

(Track saving, 

Loading, Sharing 

and Cheering), 

Heart rate tracker 

Mi fit 

Mi Band 와 결합 사용 

활동 추적 정보 통계 

제공 

Wearable 

synchronization 

(GPS, Activity 

Tracking) 

Nike+ 

Running 

활동 추적 정보 저장 

친구 응원 받기 

향상도 측정 

경쟁 및 사진 공유 

GPS, Activity 

Tracking, Sharing 

(Competition) 

건강정보 

Dano 
다이어트 정보 공유, 

일명 다이어트 페이스북 

Video streaming, 

SNS 

Noom 

Coach: 

Weight 

Loss 

활동 추적 정보 저장 

하루 식사 칼로리 계산 

건강 정보 체크 

사용자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 

Activity Tracking, 

customizing and 

recommending 

system 

활동을 

통한 게임 

Zombies, 

Run! 

걷기, 조깅을 하면서 

즐기는 실감형 오디오 

게임 

좀비가 따라오는 

스토리에 맞춰 미션 수행 

GPS, Activity 

Tracking 

Walkr 

새로운 행성 발견 우주 

탐험 게임 

걸음수와 활동량이 

연료로 쓰임 

행성을 추가해 나가고 각 

행성에서 얻은 식량과 

돈으로 다른 행성 유지 

Activity Tracking 

 

신체활동을 위한 핼스 앱 종류를 트레이닝(Training), 

활동추적(Activity Tracking),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 활동을 통한 게임(Game Through 

Activ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활동추적으로 분류된 

앱은 대부분 보상(뱃지 등)과 경쟁이 적용되어 있었다. 

반면 활동을 통한 게임으로 분류된 앱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적용되거나 트레킹으로 얻은 로그 

데이터가 게임 내의 요소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신체활동을 위한 게임 관련 연구는 여러 

프레임으로 제시되었지만[5, 8, 18, 24], 모바일에서 

좀 더 효과적인 게임화를 위한 상징화와 혼재 게임의 

개념을 적용하는 프레임은 부족했다. 이 논문에서는 

혼재 게임(Pervasive game)의 형식으로 일상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게임화와 상징화 

개념을 활용한 모바일 핼스 게임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을 통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프로토타입은 

위의 표1에서는 ‘활동을 통한 게임 분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연구 

1. 게임화(Gamification)  

게임화는 게임이 아닌 플랫폼에 게임 매커닉스 

(mechanics)와 게임 다이너믹스(dynamics)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14]. 게임 디자인 요소와 게임 

원리를 적용한 게임화를 통해 주어지는 개인화된 

피드백은 사람들에게 소유감을 제공하고, 과업 수행 

목표 달성을 강화하며, 해당 시스템을 쉽게 시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10, 21]. 

Zichermann 과 Cunningham 은 게임화 요소로써 

점수 (Points), 뱃지(Badges), 레벨(Levels), 도전과제 

(Challenges), 순위표(Leaderboards), 초심자 적응 

프로그램(Onboarding), 소셜 참여 루프(Social 

engagement loop), 피드백(feedback) 등 8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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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28]. Bunchball 은 점수(Points), 레벨 

(Levels), 도전과제 (Challenges), 가상재화 (Virtual 

goods), 순위표 (Leaderboards), 선물과 자선 (Gifts 

and charity)의 6 가지로 설명하였다[7]. 이수정[31]은 

Zichermann 과 Cunningham, 그리고Bunchball의 

개념을 정리하여 게임 매커니즘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종우와 김상욱[30]은 표 2 와 같이 게임화 

요소를 4 가지로 재구성하였다.  

 

표 2. 게임화 요소[15] 

 게임화 요소 내용 

정보 
점수 사용자의 성과에 의해 획득하는 점수 

순위표 사용자들의 순위를 비교한 목록 

진도 
레벨 사용자가 성장한 정도, 난이도의 변화 

도전과제 사용자가 완수해야하는 목표 및 과제 

보상 

가상재화 
사용자의 성과에 의해 획득하는 

가상재화(뱃지 등) 

선물과 자선 
사용자가 획득한 재화를 타 사용자에게 

선물함 

접근 

초심자 적응 

프로그램 
초보자를 시스템에 적응시키려는 행동 

소셜 참여 

루프 

소셜 환경에서 사용자가 서비스에 

몰입하는 순환고리 

 

모바일을 사용한 신체활동 게임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러가지 게임 특성들이 활용되었고, 

주로 매타포[9, 15] 혹은 아바타[12, 29]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한 연구였다. 

게임화 요소는 대부분 레벨이나 뱃지를 통한 명예적 

보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요소[1, 26]가 

활용되었다[27].   

 

2. 상징화(Symbolization) 

놀이는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하며, 

현실 세계 속의 이해관계를 위한 활동 또는 생리적 

필요에 의한 유지 활동과는 구분되는 일탈적인 

행위이다. 이 때에 현실의 규칙과 다른 규칙이 적용된 

놀이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가상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13]. 

유희적이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놀이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23]. 윤지은 

외 3 명은 HCI 관점에서 재미있는 경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에서 위와같은 상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32]. 

상징 (symbol)과 메타포(metaphor) 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다른 개념이다. 상징은 치환의 의미이고, 

메타포는 비교와 상호작용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상징은 반복이고, 메타포는 창출 혹은 발명으로써 

반복과는 거리가 멀다[2]. 특정 활동에 놀이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여 

안내하는 상징화가 필요하며, 해당 놀이 세계의 규칙을 

명료화하는 치환 과정이 우선 중요하다.  

 

3. 혼재 게임(Pervasive game) 

혼재 게임이란, 게임 경험이 실제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며[4], 가상의 세계의 게임 활동이 실제 세계와 

섞여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19]. 혼재 게임 

장르 중에서 위치 인식이 가능한 게임은 GPS 와 

WiFi 등을 통해 실제 세계 전체를 게임 영역으로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모든 건축 구조물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게임판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 한다[16]. 

위치 인식 혼재 게임 연구는 초기에 PDA를 사용하였다. 

PDA 를 상징적으로 배로 인식하고 실내 공간에서의 

특정 영역을 섬으로 인식하여 섬을 찾는 게임인 

“Pirates!”[6]가 초기 혼재 게임의 사례이다. 

Chalmers 등이 제시한 “Treasure”[3] 게임은 야외의 

넓은 공간에서 게임 내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서버에 

업로드하는 게임이다.  

위치 인식이 가능한 혼재 게임 중에서 신체활동을 위한 

게임 연구 사례로 Fujiki 와 연구자들은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 얻은 활동 데이터를 게임 내의 요소로 

바꾸어 가상의 사용자간의 아바타를 이용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임을 개발하였고, 또한 달리기 시합을 

통해 얻은 승리 포인트를 스도쿠 게임으로 연결하여 

다시 문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전환하는 

게임 디자인을 제시하였다[12]. 그리고 Stanley 와 

연구자들은 가족을 위한 위치 기반 게임을 

제시하였는데, 특정 위치를 정해서 찾아가고 그 

지점에서 미니 게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25].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 측정된 

신체활동 데이터가 단순히 게임 내의 하나의 요소로 

반영되어, 현실 세계와는 구분된 가상 공간에서 독립된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다. 게임 자체가 실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디자인 되었다고 

보기엔 부족한 면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데이터 (예를들어 

움직인 궤적,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거리 등)를 

적극적으로 게임화 요소로 전환하여 혼재 게임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가 움직인 궤적과 

영역을 상징화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이동 활동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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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전환하여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토타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구성 하였다. 

 

1. 센서 데이터 

본 연구의 ‘땅 따먹기’ 형태의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2 가지로, 걸음 수 와 현재위치 정보 

이다.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API 인 

SensorManager 의 Stepcounter 를 이용해 걸음 

수를, LocationManager 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확인하였다. 

 

2. 프로토타입 UI 디자인  

본 프로토타입의 기본 구성은 첫 실행시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작은 원과 큰 원이 표시된다. 작은 원은 시작 

및 완료 지점을 표현하는 것이며, 큰 원은 정복해야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UI 디자인은 운동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화면구성을 단순화 하였다(그림 1). 또한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사용자 입력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그림 2).   

 

3. 게임 진행 및 활동 설계 

게임 진행은 사용자가 시작 점에 생성된 작은 원을 

벗어나 주변 공간을 돌아 다닌 후 다시 작은 원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본 작동 단위로 한다. 각 단위가 완성 

된 후에 시스템은 큰 원내의 전체 면적 중 사용자가 

정복한 면적의 비율을 계산해서 화면에 나타낸다 (그림 

2). 최초 실행 시에 사용자 중심으로 주황색으로 채워진 

작은 원과 파란색 큰 원이 생성된다. 사용자에게 

상징적으로 작은 원을 본진으로 큰 원은 차지해야할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게임의 임무는 큰 원 내에서 

사용자가 산책하며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한 영토가 

전체의 60% 이상이 되면 성공하게 된다. 사용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검정 선으로 이동한 경로를 

표시해준다. 게임 규칙으로 사용자는 작은 원으로 

돌아와야만 하나의 완성된 운동으로 기록된다. 게임 

보상으로는 선은 검정색에서 차지한 영역이 되면 

다른색으로 변하면서 면이 채워지게 된다. 채워진 

영역이 큰 원 안에서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을 화면 

상단의 목표 값 옆에 표시한다. 이러한 운동을 여러번 

반복하며 땅을 차지해 나간다. 결국 차지한 땅이 목표 

값(60%)을 초과하게 되면 그 비율을 빨간색으로 

바뀌는 피드백을 주며 임무의 완성을 알린다 (그림 3). 

 

파일럿 테스트  

1. 연구 방법 

테스트 대상자는 20 대 연령대로 성별에 상관없이 

모집을 실시하였다. 본 테스트에서는 남성 참가자 

4 명과 여성 참가자 2 명이 모집되었다. 테스트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재 단계에서는 총 

1 시간 동안 프로토타입 앱의 사용 방법 그리고 게임을 

통해 완료해야 할 과업을 설명(25 분)하고 사용 테스트 

(35 분)를 진행하였다. 첫 번재 단계에서는 총 1 시간 

동안 프로토타입 앱의 사용 방법 그리고 게임을 통해 

완료해야 할 과업을 설명(25 분)하고 사용 테스트 

(35 분)를 진행하였다. 과업은 게임의 미션 1 을 10 분씩 

두번, 미션 2 를 15 분간 한번 수행해 보는 것으로 

정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앱에 대한 사용 만족도와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그림 1 프로토타입 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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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로토타입 작동 순서도 

사용 테스트에 참가한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각 3 명씩 

2 회에 걸쳐 약 1 시간 가량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을 통해 먼저 본인의 감상과 

별개로 테스트 동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즉, 이동 및 운동 시에, 

모바일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는지, 주변 경관을 

보았는지, 음악을 들었는지 등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최대한 묘사하게 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모바일 앱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 개선점 제안,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질문이 차례로 이어졌다. 

 

2. 결과 분석 

프로토타입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후, Focus 

Group Interview 내용 분석 및 인사트를 도출하였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여, 서로 다른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내용을 분석하여 귀납하였고, 서로 

비교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앱의 사용성과 향후 제안점에 대해 다음 네 가지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위치 좌표 인식 방식 알고리즘과 사용자들의 멘탈 모델 

차이 

본 앱의 위치 좌표 인식 방식은, 매 3 걸음마다 위치를 

재확인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즉, 본인의 위치가 

제대로 인식 되지 않을 경우 위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선, 

추가로 걸음을 걸어야만 한다. 그런데 앱의 작동 방식에 

대한 사용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는 그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 본인의 위치 좌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 1(여성 24 세)은 손을 높이 들어 GPS 신호를 

인식 시키고자 하였고, 참가자 2(여성 26 세)는 일부러 

가만히 있으면서 위치 좌표가 재인식 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참가자 3(남성 28 세)의 경우 화면의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을 터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앱에서 위치 재확인 방식을 

사용자들의 멘탈 모델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시간마다 재확인 하거나, 위치 재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재인식하게 하는 

등의 개발 수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파일럿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개발자의 구현 

방식 모델 차이와, 사용자들의 직관적 인식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발견한 것이다.  

 

본인의 행동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의 

동기부여 저하 

전체 인터뷰 참가자 6 명 중 5 명은, 가장 앱 사용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와 가장 불만인 점으로 자신이 

충분히 걸었는데도 그 거리만큼 인식이 되지 않는 

순간을 꼽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였지만, 

사용자들의 조작 미숙인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본인은 

특정 거리를 걸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만큼의 거리가 

앱 상에서 인식되지 않은 경우 사용 상에 좌절감을 

     

그림 3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좌에서 우로 작동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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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던 것이다. 심리적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키고 지속 사용 의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선, 위치 

인식의 시스템적 안정성을 보완하고, 미션 달성의 인식 

오차 범위를 넓게 잡는 개발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사용자가 실측 데이터로는 미션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않더라도 승인 범위를 넓게 잡아서, 

달성할 가능성을 높여 피드백을 주는 등의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측면의 고려와 성취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상징화와 시각적 피드백의 중요성 

전체 인터뷰 참가자 6 명 중 4 명은, 미션의 달성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의 걷기 활동을 시각적으로 피드백 

해준다는 점 자체에 흥미와 동기부여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1(여성 26 세)의 경우 “미션 달성 

퍼센트를 보지 않아도 땅을 넓혀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어요”라고 응답하였고, 참가자 3(남성 

28 세)은 “여기가 내 활동 영역이다 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라고 응답하였다. 참가자 4(남성 26 세)은 

“땅을 차지하면 색이 바뀌는 게 귀여웠어요, 구글 

지도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삭막한데 색깔이 변하는 

게 재미있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명확한 목표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미션이라고 

하여도 시각적으로 어떻게 상징화하고, 결과를 눈에 

띄게 해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쟁 및 사회적 소통 관계의 게임화에 대한 제언 

전체 인터뷰 참가 6 명 중 4 명은, 경쟁, 소통, 비교 등 

앱 내에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참가자 3(남자 28 세)은 “다른 사람과 땅을 

뺏고 빼앗기고 경쟁 요소가 있으면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였고, 참가자 5(남자 

27 세)은 “친구가 아이템을 지도 상에 숨겨 놓으면 

찾는다던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미션을 주고 받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참가자 6(남자 

27 세)은 “연인끼리 서로만의 사진이나 편지를 숨겨 

놓고 찾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보면, 사용자들에게는 경쟁 요소뿐 만 아니라 

포괄적인 ‘함께 놀기’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참가자 2(여자 26 세)은 “경쟁 요소가 없어도 

다른 사람과 서로 땅을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관찰하는 

느낌이 재미있지 않나. 한 곳의 제일 많이 방문한 

사람이 그 공간의 점유자가 되는 등 서로 공간에 애착을 

갖게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보면 역시 위치 기반의 혼합 현실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감, 즉 ‘함께 하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추론해볼 수 있으며, 향후 개발 방향을 이에 대한 

미션과 기능을 추가해가는 것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이 논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게임화와 상징화 개념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 게임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구상 및 설계 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만족도와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후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로토타입에 대한 

4 가지 시사점과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이는 위치 좌표 

인식 방식 알고리즘과 사용자들의 멘탈 모델 차이, 

본인의 행동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의 

동기부여 저하, 상징화와 시각적 피드백의 중요성, 

경쟁 및 사회적 소통 관계의 게임화에 대한 제언이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첫번째와 두번째 시사점은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결과였고, 세번째는 상징화를 통한 참신함, 

네번째는 앞으로의 보안해야 할 게임 설계의 

방향이라고 해석이 된다. 차후 연구 계획은 위의 4 가지 

시사점을 고려하여 수정, 보안할 것이고, 나아가 해당 

게임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자들의 신체 

활동이 증진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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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처음 탑승하는 

운전자 경험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승한 운전자 

경험을 분석하여 경험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승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경험을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최초로 운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도출된 변수들을 통해 차후 정량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알고리즘 및 HMI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plore and investigate the 

user experience or driver experience for those 

on board the autonomous car for the first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actors of experience by analyzing the 

autonomous car boarding experience which 

does not exist in reality.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by Strauss and Corbin is 

employed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e study on factors primarily 

affecting user’s experience in the field of the 

autonomous vehicle as well as in that the study 

laid the foundation for later quantitative study 

through derived variables. The research has 

the practical implication in that UX concept as 

the result can be reflected in the appropriate 

strategy for algorithm and the HMI. 

주제어 

Autonomous car, User Experience, Driver 

Experience, Grounded Theory 

 

1. 서론 

국가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 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15].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 만대를 넘어선 것은 

전세계적으로 15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 번째다. 이는 자동차 등록제도 원년인 

1945 년에 비해 무려 2700 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로써 자동차 1 대당 인구 수는 2.56 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발표한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130 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있음을 

밝혔다[8]. 또한, 대도시화로 인한 출퇴근 교통 혼잡 

및 주차문제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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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에 67 시간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게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14].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전기 자동차와 같은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대신 주행이라는 과업(Task)을 수행함으로써 

교통 사고율 감소 및 운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차량 내 경험(In-car experience)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다[9].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 및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 감속, 조향, 전방 주시의 

사용유무에 따라 기술 수준이 정의될 수 있는데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자동화 정도에 따라 레벨 0 부터 레벨 4 까지 

총 5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4]. 아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레벨 0 단계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자동차를 말하며 레벨 1 은 여러 

자동화 시스템 중 1 개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 레벨 

2 는 여러 자동화 시스템 중 2 개 이상이 통합되어 

적용된 자동차, 레벨 3 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레벨 4 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한다[4]. 

 

자동화 수준 설명 

No-

Automation 

(Level 0) 

he driver is in complete and sole control of the 

primary vehicle controls 

Function-

specific 

Automation 

(Level 1) 

Automation at this level involves one or more 

specific control functions.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evel 2) 

This level involves automation of at least two 

primary control functions designed to work in 

unison to relieve the driver of control of those 

functions. 

Limited Self-

Driving 

Automation 

(Level 3) 

Vehicles at this level of automation enable the 

driver to cede full control of all safety-critical 

functions under certain traffic or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n those conditions to rely heavily 

on the vehicle to monitor for changes in those 

conditions requiring transition back to driver 

control. 

Full Self-

Driving 

Automation 

The vehicle is designed to perform all safety-

critical driving functions and monitor roadway 

conditions for an entire trip. 

(Level 4) 

표 1. NHTSA 가 정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 

다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Mercedes-Benz 사가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F 015 를 생산했으며[16], Google 사의 

레벨 4 단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Self-Driving 

Car 는 최근 160 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테스트를 

완주하였다[17]. 구글 이외에도 BMW,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7].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되는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관련 부품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적응 순항 제어(Adaptive Cruise Control; ACC),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LKAS), 주차 보조 시스템(Parking 

Assistance Systems; PAS) 와 같은 지능형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 

또한,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주에서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하와이, 

워싱턴 등 이하 7 개 주에서도 법 제정이 진행 중이다. 

[5] 

 

 
사진 1.  Mercedes-Benz- F 015 (왼쪽) 

Google-Self-Driving Car (오른쪽)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의 기계 및 교통 중심의 

기술에서 지능형 센서 및 정보 통신의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판단, 인지, 제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 주행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해주는 

기능적 가치에서 더 나아가 차 안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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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센서 및 알고리즘 중심의 기술 

개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정작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게 될 운전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12]. 물론, 사용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Driver 

Acceptance 와 Trust 에 집중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는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 연구이기 보다는 

Usability Test 차원의 연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0,18]. 

 

이에 본 연구는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승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자 

경험 위주로 콘텐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Strauss& 

Corbin (1990; 1998)의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경험을 사용자 관점에서 서술하고 분석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험 요인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둔 탐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자율주행 

차량 탑승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UX 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대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 탑승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또한, 

연구 질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부족하여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을 채택하였다[1,2,3].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차량 탑승 경험과 관련된 자료를 약 2 주간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외 자료 

32 건을 수집하였다. 수집 된 32 건의 자료 중 해당 

자동차 업체의 홍보성이 지나치게 강한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외부요인의 작용 없이 최대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서술한 글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별 

기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20 건의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그 목록은 <표 2>과 같다. 

 

번호 자료명 매체 

1 
A Bit of Barf Can Teach Us Lots About Self-

Driving Cars 

Personal 

Blog 

2 
6 Things I Learned from Riding in a Google 

Self- Driving Car 

Lifehack 

3 
A Bit of Barf Can Teach Us Lots About Self-

Driving Cars 

WIRED 

4 
Google self-driving cars don't need 

windshield wipers 

Mashable 

5 
I Rode 500 Miles in a Self-Driving Car and 

Saw the Future. It's Delightfully Dull 

WIRED 

6 I took a ride in Google's self-driving car The Verge 

7 
Riding in Audi's 150MPH self-driving RS 7, 

the anti-Google car 

Engadget 

8 
Riding in Freightliner’s autonomous 

Inspiration Truck 

Truck 

News 

9 
Riding in Mercedes' luxurious, self-driving 

car of the future 

Engadget 

10 Riding in the Mercedes-Benz F 015 The Verge 

11 
Testing Trust in Autonomous Vehicles 

through Suspension of Disbelief 

IEEE 

Spectrum 

12 
This is what riding in Mercedes' self-driving 

car looks (and feels) like 

Techradar 

13 
What It Really Feels Like to Ride in a Self-

Driving Car 

TIME 

14 

WHAT IT'S LIKE TO RIDE THE STREETS OF 

SILICON VALLEY IN NISSAN'S 

AUTONOMOUS ELECTRIC CAR 

Fastcompa

ny 

15 아우디 A7 자율주행 타보니…"출퇴근길 딱이네" New1 

16 
2030 년 미래 자율주행車의 모습은?…벤츠 

'F015'는 "움직이는 디지털 거실" 

ChosunBiz 

17 
손·발 떼고 시내 주행...자율주행차량 

시승기“운전자 조작 없이 서울-대전 수백번 왕복” 

시사저널 

18 
구글 엑스의 야심작, ‘무인자율주행 자동차’ 체험기 be 

SUCCESS 

19 
사람 없어도 운행 가능한 르노의 자율 주행차 

타보니 

ChosunBiz 

20 '자율주행'자동차를 타봤다! 한겨레 

표 2. 수집된 자료 목록 

 

3.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차량 탑승 경험을 

개념화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이론에 관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이해를 얻고자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분야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다[1,2,3]. 근거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시된 방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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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지 

귀납적으로 개념과 범주 및 유형을 밝히고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2]. 

 

근거이론의 1 단계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하여 수집된 원 자료에 대한 현상을 발견하고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탑승 경험과 관련된 키워드 

혹은 문장을 선별하였다. 2 단계로 앞서 도출된 

개방코딩 결과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속성들을 토대로 공통된 속성에 

이름을 부여하여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2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화를 다시 추상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범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딩을 통한 논의 

과정에서 참여 연구자 3 인 중 1 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키워드 및 문장을 제외하였다.  

 

 

 

사진 2. 개방 코딩 작업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한 사람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하여 

개념을 분류하고 유사한 속성 별로 하위 범주를 

구성한 후, 최종적으로 상위범주로 추상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 코딩을 실시한 결과 반복되는 개념을 제외한 총 

160 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24 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으며, 하위 범주는 다시 9 개의 

상위범주로 통합 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4 개의 

패러다임으로 범주화하였다. 개념화와 범주화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Emotion 

Positive Feeling 

Futuristic Impression Collective Future, How Futuristic!, Look and Feel Like in a Future… 

Space for Rest Relax, Smoothness, Private Sanctuary, Shelter… 

Feeling Stability 
편안한 승차감, 직선도로에 들어서자 훨씬 안정적임, 안정감 있는 움직임, 

여유로움 

Feeling Safety Safety, Not Scary, Safer, Relentlessly Cautious 

Trust for Vehicle Passenger Trust, Convincing, Suspension of Disbelief 

Pleasure of 

Communication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Have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Interesting Energetic, Very Fancy, Challenge… 

Negative Feeling 

Feeling Anxiety 
불안, 멈칫거림, 긴장감이 느껴짐, 터널이 어두워서 차선을 제대로 인지 

못할까 순간 걱정됨… 

Not a Special Feeling Bore, Mundane, Usual Vehicle… 

Monetary Problem Expensive Cost, Nervous Student Driver, Insurance 

Awkward Not ready, Eerily, 초반에 당황함 

Miss an Ownership Less Secretive, 아쉬움, 불편한 승차감 

Machinelike 
Solving a Math Problem, Feel Like Driven by a Robot and Human 

both,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닮았으나 기계음이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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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Level 4 
Exterior Adorable, Cute, 작고 아담한… 

Interior 2 인승의, 핸들조차 없는, 길게 뻗은 세련된 디스플레이… 

Level 3 

Exterior Metal accents, Slick silver pad, 고급스러운, 매끈한 일체형 외관… 

Interior 
Gleaming silver spheroid, Private sanctuary, Stunning, Lounge, 

White leather seats, Mobile Office 

Feature 

Driving-related 

Automation 

Autonomous mode, Fully autonomous,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음, 

보행자, 장애물을 인식해 차량이 스스로 감속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정지함… 

Interaction (input) 
Taps a button, Tell the car, Face to Face conversation, Drag the 

image on the window… 

Interaction (output) 
LED, Touch screen display, 3 차원(3D) 지도, 알림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림… 

Navigation Predetermined path, Navigate automatically, Point of interest 

limitation 
굽은 길 주행은 아직 불가능함, 완벽한 자율 주행은 불가능, 인공지능 

시스템이 돌발변수에 대응하지 못함… 

Driving -unrelated 

Extended device Your phone, Smart watch, Apps 

Activity in Vehicle - 

Productivity 

Project collaboration, E-mail,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연이나 

사고 정보 확인 

Activity in Vehicle - 

Entertainment 

Game, YouTube, Smart phone, Music 

 Activity in Vehicle - 

Social 

Have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Video call 

Environment 

Road Condition 
Rush-hour traffic, Depend on traffic, Empty road, Other vehicles, 

Highways 

Weather Condition Windy road, Not drive in the snow or heavy rain 

Unusual Situation 
Something unexpected, Construction zone, Auto accident, 

Inattentive humans 

표 3.  개방코딩을 통한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차량 

탑승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관한 4 가지의 주요 

패러다임이 도출되었다. 다만, 원 자료의 실재성을 

살리기 위해 코딩 과정에서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원 자료의 70%이상이 영문 

기사라는 점에서 영문으로 패러다임을 범주화 하였다. 

 

4.1 Emotion 

근거이론 연구방법 1 단계인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탑승 경험으로 

Emotion 에 관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였다. 

코딩결과를 토대로 크게 자율주행 환경하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요소와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긍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미래적 인상(Futuristic 

Impression), 휴식 공간(Space for Rest), 

안정감(Feeling Stability), 안전감(Feeling Safety), 

신뢰도(Trust for Vehicle) 커뮤니케이션(Pleasure 

of Communication), 흥미로움(Interesting)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불안감(Feeling Anxiety), 특별하지 

않음(Not a Special Feeling), 금전적 

문제(Monetary Problem), 어색함(Awkward), 

주도권 상실(Miss an Ownership), 기계적 

반응(Machinelike) 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4.2 Impression 

Impression 은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에 따라 분류하였다[4]. 

레벨 3 의 자동차는 Mercedez-Benz-F105, Audi-

A7, Renault-The Next Two, Nissan-Leaf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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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레벨 4 의 자동차는 Google 

Self-Driving Car 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레벨 3 의 외관은 고급스럽고 일체형 내부는 편안한 

라운지, 모바일 오피스, 반짝거리는 은색의 

타원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레벨 4 의 외관은 

작고, 귀여운 인상이 있으며 내부는 2 인승의 운전 

핸들이 없는 넓은 공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다양한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에 비해 

레벨 4 단계의 차량 비교 대상이 Google 사의 Self-

Driving Car 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 레벨 3 단계에 비해 대중에게 공개된 

레벨 4 단계의 차량이 Google 사의 Self-Driving 

Car 가 절대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레벨 3,4 를 따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4.3 Feature 

Feature 은 크게 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과 

주행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는 자동화(Autom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네비게이션(Navigation), 

한계(Limitation)로 다시 분류되었으며 상호작용은 

신호를 전달하는 주체가 운전자 혹은 자동차인 지에 

따라 입력(Input)과 출력(Output)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주행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는 연결된 

기기(Extended device),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Activity in Vehicle)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생산성(Productivity), 

오락(Entertainment), 사회적(Social)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생산성과 관련된 활동은 이메일이나 정보 

확인 등과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활동으로 기준을 

두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활동은 유투브 영상, 

게임 등과 같이 재미와 흥미 위주의 활동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활동은 SNS, 옆 사람과 

대화하기 등과 같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였다. 

 

4.4 Environment 

Environment 은 크게 도로상황, 날씨, 예외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도로상황에는 시간대에 따른 교통 체증, 

원활한 도로, 다른 차량과 같은 세부 요소로 나눌 수 

있었다. 날씨 상황으로는 바람 부는 날, 비나 눈이 

오는 날과 같은 요소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예외상황으로는 공사현장,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범주화 

하였다.  

 

5. 논의  

개방코딩에서 160개의 개념과 24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상위범주를 한층 더 

추상화시킨 4개의 패러다임이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자동화 레벨 3,4 의 전반적인 경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벨 3 에서는 외관이 

자동화 시스템 중심의 미래지향적이며 고급스럽다는 

인상이 강했다. 즉, 레벨 3 에서는 발전된 

미래자동차의 모습 같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레벨 4 에서는 자동화 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외관은 오히려 작고 아담하다는 인상이 강했다. 또한, 

핸들이 없고 동작 버튼만 있는 심플한 내부로 인해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레벨 4 에서는 수송용 로봇의 모습과 

같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이는 레벨 별로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둘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Rest, Communication, 

Humanlike 의 총 3 가지의 자율 주행 환경에서의 

UX 컨셉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째, 자율 

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차 안에서 메일, 

보고서작성과 같은 생산적인(Productivity) 활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자동차를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휴식이란 요소를 자동차 시트와 

같은 실내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내부 공간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Relaxation 

mode’ 가 필요하다.  둘 째, 차 안에서 주변 혹은 옆 

사람과의 Communication 은 자율주행환경하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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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 현실화되면서 주행이라는 

Task 를 자동차에게 위임함으로써 가능해진 활동 중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는 주행환경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차량 내 경험(New In-car 

experience) 요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로봇과 같은 행동패턴을 보이는 

에이전트(agent)는 자율주행환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야기하였다. 자동화가 높아질수록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운전자와 에이전트간의 Interaction 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자율주행환경에서는 비교적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운전자가 느끼는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에 

Humanlike 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불신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탑승 시간이 흐를수록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과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보행자 및 동물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자율주행 

환경에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알림 등과 같은 

사용자 체감 수준의 안전 조성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6.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자율주행 경험에 대한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율주행 차량 탑승 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시스템 

주도적인 상황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 탑승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경험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정성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있어 적절한 알고리즘 

및 HMI 디자인 요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간접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국내외 기사 

및 블로그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아닌 간접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 부분이다. 스크리닝 기준을 통해 

20 개의 자료를 선정하였지만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료가 해당 자동차 업체 

기자가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시간이 

30 분 내외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경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에 30 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단기 경험 조사에 

국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며 

상황 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여러 

상황(Context)에서 발생하는 운전자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장기 탑승 경험 조사가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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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인간의 경험(In-Car 

experience)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망하며, 

새로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운전자의 경험을 

재정의한다. 기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인 

블루프린트(Service Blueprint)와 상황기반 

모델링(Context-based Activity Modeling)을 

차용하여 운전자의 경험을 정리한다. 블루프린트 

방법론을 통해 운전자의 행동과 자율주행 시스템 

프로세스를 연관지어 설명하며, 상황기반 모델링은 

블루프린트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맥락을 묘사하며 

블루프린트 방법론을 보완한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나 시스템을 기획하는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ABSTRACT  

In-Car experience of autonomous vehicle 

becomes more important, as car technology 

advances. This paper views autonomous vehicle 

as ‘service’ which dramatically changes how 

drivers interact with the autonomous system. In 

order to integrate driver’s actions with system 

components, we propose service blueprint and 

context-based activity modeling. Service 

blueprint clearly illustrates the whole system of 

autonomous vehicle and context-based activity 

modeling describes various situations that can 

happen in autonomous car. Consequently, the 

two examples suggest a successful design 

approach for car designers and engineers.  

주제어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자 경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1. 서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6]. 

많은 연구 기관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들은 중장기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8].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인간의 

경험(In-Car experience)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12].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핸들, 엑셀, 혹은 

브레이크의 조작 없이도 주행하며, 따라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도록 디자인된다[9]. 운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주행권(authority)을 주행 

에이전트(agent)에게 넘겨주게 되며, 그로 인해 

운전자의 경험은 기존 자동차 안에서의 경험과 

상이하게 된다. 주행에 사용되는 인지부하가 다른 

과업(task)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최근 

출시된 Google Self-Driving car 나 Mercedes-Benz 

F 015 의 컨셉을 참고하면 차량 안에서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2, 7]. 운전자는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기존 자동차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차량 내 경험(In-Car experience)가 

달라지게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차량을 중심으로 차량 내부 

시스템부터 서비스화 되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이 다른 것들과 연결 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 

위에서 서비스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다[16]. 특히 

자율주행의 레벨이 높아질 수록 탑승자는 다른 과업을 

수행할 작업기억의 여유가 생기므로, 차량 내에서 보다 

댜앙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에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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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사람의 차량 내 경험은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며, 

재조명될 필요성이 높아진다[10].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차량 내 사람의 경험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사람들은 결국 운전자이며, 따라서 차량을 디자인할 

때에는 운전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차량 자체를 서비스로 보는 시각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존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들을 차용하여 조명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술 위주의 통상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경험을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비스 블루프린트 

2-1. 자율주행의 서비스화 

서비스란 제공자가 고객에게 본질적으로 무형이며, 

소유권이 없는 행위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서비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프로세스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서비스는 다이나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이벤트와 과정이 진행된다[3]. 

서비스 프로세스는 따라서 그 서비스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4]. 

자율주행 자동차 내부에 탑재되는 지능형 운전자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자체는 센서와 알고리즘의 집합체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로 인식된다. 차량이 사용자 대신 운전을 수행해 

주며, 자동 운행은 사용자의 상황마다 달라지고, 

무형성을 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는 주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총체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차용하였다[1].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 시스템을 정밀하게 묘사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자와 관계자들로 하여금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역할 혹은 관점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림 혹은 지도이다[14]. 

블루프린트 방법론은 Shostack(1987) 이 처음 

제시하였다. Shostack 은 서비스의 프로세스 자체를 

실제 제품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품을 디자인하듯 서비스도 디자인하고, 관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조적 요소로 나누어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툴로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제시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에서도 

블루프린트 방법론에 집중하였다. 블루프린트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와 탑승자 간의 소통 및 사용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과 작동 흐름을 파악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차량 이용 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관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11]. 기존에는 

제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오던 분야를 

사용자 경험과 엮어서 한 개의 체계로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2-2. 블루프린트 산출 과정 

신규 서비스에서의 블루프린트는 고객관점에서의 

총체적 프로세스 설계(client-oriented process 

course)를 취해야 한다[15].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요소는 사용자 행동(Customer Actions), 가시적 

상호작용(Onstage Interaction), 비가시 

행동(Backstage interaction), 후방 지원 

프로세스(Support Process), 그리고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로 구성된다[1].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신규 서비스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차량과 

비슷하지만 서비스화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 요소를 고려한 구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묘사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하는 운전자의 관점에서 

행동(Customer Actions)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된 

상태에서 꺼내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까지를 서비스의 

한 주기(term)으로 보고 운전자의 행동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둘째, 예상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인 

차량 사이에서 예상되는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명확히 한다. 이 때 사용자 관점에서 

인지가 가능한 지점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가시적 상호작용(Onstage Interaction)과 비가시 

행동(Backstage Interaction)의 역할을 밝히고 

상호작용 과정을 정의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은 가시 영역에 

속하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스템 작동을 

위한 차량 내부의 프로세스는 비가시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목적지 검색’ 행동은 

가시영역에서는 현재위치를 표시하고, 경로안내를 

시작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비가시영역에서는 

현재위치를 파악하여 목적지 대비 주행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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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원 프로세스(Support Process)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면 후방 지원 

프로세스에는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GPS 인프라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다.  

2-3. 블루프린트 산출 결과 

위의 과정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서비스 블루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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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기반 모델링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사용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context)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 전체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상황별로 달라지는 

사용자의 경험 하나하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보기 위해 상황기반 모델링을 

차용하였다. 상황기반 모델링(Context-based 

Activity modeling)은 인간의 행위를 행위 

주체(activity actor), 행위 피동체(passive actor), 

행위 대상(object), 행위 도구(tool), 그 리고 행위 

상황(context)으로 표현한다. Kim et al.이 개발한 

상황기반 모델링은 행위 상황을 목적(goal), 관련 

구조(relevant structure), 물리적(physical), 그리고 

심리적(psychological) 상황으로 나누어 표현한다[5].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내 상황을 물리적, 

심리적,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컨셉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물리적 상황은 날씨, 시간, 장소, 소리를 

꼽았고, 심리적 상황은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시스템 컨셉은 

상황(Context)분석 후 그 맥락에 필요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출한 것이다. 

3-1. 상황기반 모델링 과정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의 행위 주체는 운전자로 

통일하였고, 행위 피동체와 행위 대상은 자율주행 

시스템 컨셉으로 대체하였다. 행위 도구(Tool)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메커니즘에 착안하여 인지(Sense), 

판단(Judge), 제어(Control)과정으로 나누었다. 

지능형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의 메커니즘은 센서로 

상황을 ‘인지’하고, 알고리즘으로 ‘판단’하여 

제어기기로 ‘제어’하는 것이다[16]. 따라서 행위 도구 

또한 인지 부분에는 센서를, 판단 부분에는 판단 

알고리즘을, 제어 부분에는 전체를 포괄하는 

알고리즘을 써 넣었다. 제어 부분에 제어기기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엑츄에이터(Actuator)가 

작동하기 때문에 모델링에서는 엑츄에이터를 제외하고 

생각하였다.  

보고자 하는 상황(Context)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 수준 및 자율주행 

차량의 예상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4 인의 연구자가 

협의를 거친 후에, 일반적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인지 부하량에 따라 

선정하였다. 운전자의 인지는 제한적이며[10], 제한된 

인지를 어떤 행위에 얼마나 할당하는지에 따라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인지 부하가 가장 

덜한 ‘드라이브 하기’ 부터 자율주행 모드에서 완전하게 

모니터링에 관여하지 않는 행위인 ‘취침하기’까지를 

보고자 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7 가지 행위(Activity)에 대해 운전자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또한 맥락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연관지어 도출하였다. 

 

표 1. 맥락 도출 

번호 대상 맥락 행위 

1 드라이브 하기 

2 전화 걸기 

3 핸드폰을 놔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4 화장하기 

5 서둘러 주차하기 

6 외근 가는 길에 개인 업무 보기 

7 취침하기 

 

3-2. 상황기반 모델링 결과 

 상황기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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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가지 맥락에 대한 상황기반 모델링 

  

4. 결론 

4-1.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함의점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경험과 자율주행 시스템 및 차량 

내부의 물리적 증거들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운전자 행동에서 출발하면 시스템 상에서 가시 

영역과 비가시 영역이 거의 자동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운전자의 

인터렉션(Interaction)이 어떻게 일어날 지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차량 시스템의 메커니즘도 하나 하나 

독립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시간을 축으로 두고 

시스템 요소의 작동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이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접근할 

때와는 달리 메커니즘을 쉬운 방법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리적 증거는 운전자와 실제로 

맡닿는 차량 내부 요소들을 잘 보여주며, 운전자 

행동에서 패인포인트(pain point) 가 도출된다면 

차량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블루프린트 방법론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험을 운전자의 

입장에서 재정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보통의 

차량과 다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만 나타나는 운전자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율주행 명령’ 후에 

운전자가 휴식하는 행동이나,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예외 상황을 알아차리는 행위, 그리고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자동주차’를 명령하는 행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포인트들은 추후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서비스를 기획할 때 눈여겨볼 지점이다. 차가 

자동으로 주행하는 시점 부터 사용자의 경험은 차량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 행동과 연결되는 물리적 증거와 후방 지원 

프로세스를 참고하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차량 내부의 

시스템적 요소도 파악이 가능하다. 차량을 디자인할 때 

어떤 요소들을 개선하거나 추가해야 보다 새롭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4-2. 상황기반 모델링의 함의점 

행동 모델링은 상황에 대한 묘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사용자가 중요시하는 주관적인 

가치와 물리적 환경과 같은 객관적 상황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 요소를 바꾸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바꿔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5].  

상황기반 모델링의 결과 블루프린트를 통해 알기 

어려웠던 다양한 맥락에 대한 묘사를 해볼 수 있었다. 

달라지는 맥락 속에서 운전자의 행위가 어떤 행위 도구, 

즉 시스템 요소와 연관되는지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맥락을 자세하게 머릿속에서 

구체화하여 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출하는 ‘시스템 컨셉’ 또한 

흥미로웠다. 도출된 시스템 컨셉은 ‘드라이빙 모드 설정 

시스템’, ‘시내도로 주행 시스템’. 최적경로 탐색 시스템, 

‘안전주행(떨림방지) 시스템’, 주차지원 시스템(SPAS), 

‘주행 상태 피드백 알림 시스템’, 운전자 상태 인식 

시스템(DSM)이다. 시스템 컨셉 중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새로이 발굴된 컨셉도 존재한다. 이는 

자동차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로 하여금 기존에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특정한 운전자 

맥락이 존재하며, 해당 상황에 요구되는 기능 혹은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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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컨셉으로 ‘드라이빙 모드 

설정 시스템’이 도출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목표 상황은 ‘주변 환경을 즐기면서 드라이브 하기’이고, 

심리적 맥락을 참고하면 사용자는 현재 여행 중이며, 뻥 

뚫린 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드라이빙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4-3. 학문적 의의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나의 ‘서비스’로 

조망하고,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인 블루프린트와 상황 

기반 모델링을 통해 운전자 경험을 기술의 영역과 연결 

짓고, 체계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이후, 사용자의 경험이 크게 변하게 되었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간 전무하였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자 경험을 

주제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 방법론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도미넌트하고 탠저블한 한 

개의 제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비스의 

맥락을 제품의 기술 단위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Product-Service System” 프레임워크를 보완해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황기반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창발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맥락을 포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탐구한 블루프린트와 상황 기반 모델링은 

현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내용이지만, 추후 다양한 컨셉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된다면 차량에 따라 블루프린트와 상황 

기반 모델링이 다르게 그려질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에도 기본적인 

블루프린트와 상황 기반 모델링을 고려하여 서비스 

자체를 포지셔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컨셉을 

개발하거나 차량 메커니즘을 개선할 때에도 위의 두 

가지 방법론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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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간 드론(Drone)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기(controller)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날리기’ 메타포에서 

착안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의 새로운 드론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기존의 드론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한계점인 방향 조작과 피드백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연날리기 행위를 관찰하여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다. 관찰 결과 메타포 요소인 ‘얼레’와 

‘실’을 도출하였고, 이를 웨어러블 드론 인터페이스에 

적용하여 새로운 조작 방식을 제안한다.  

ABSTRACT  

Drones are becoming everyday devices, yet 

interface design for controllers has limitations. 

This paper suggests a new interface design for 

wearable watch type drone controller. In order 

to solve issues regarding control interface, we 

observed kite-flying and developed metaphoric 

component. On kite-flying, ‘reel’ and ‘thread’ 
provides successful metaphoric insights to 

direction control and feedback interface. 

Consequently, we propose a new interface 

design with two different wearable devices.  

주제어  

드론, 인터페이스 디자인, 메타포, 연날리기 

 

1. 서론 

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를 지칭한다[7]. 군사용 

무인비행기로 발전하기 시작한 드론은 상업용 드론이 

출시되며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가격의 하락, 소형화, 이동성 강화로 민수용 드론이 

출시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상업적 사용이 

확대되었다[6]. BI 인텔리전스(BI Intelligence)는 

민간용(civilian) 드론 시장 규모는 

연평균성장률(CAGR) 20% 이상을 기록하며 2023 년 

22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7]. 현 

시점에서 출시되는 민간용 드론은 사진, 동영상 촬영을 

위한 중형드론과 장난감용 미니 드론이 대다수이다.  

민간 드론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자가 드론을 조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상당 

기간 조작(control)에 익숙해져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또한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의 

활성화는 드론 인터페이스의 또다른 기회 영역을 

창출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와 보다 

친밀하게, 일상 속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상화되는 

드론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으로 출시된 

드론 ‘Lily’는 웨어러블 트래커(tracker)와 함께 

자율적으로(autonomous) 주행하는 드론이다[2].  

Lily 는 사용자의 위치를 트래킹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을 조작(control)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다 간편한 

조작을 위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 내장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혹은 웨어러블 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 인터페이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자가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친숙하게 조작했던 

‘연날리기’놀이에 착안하여 메타포적 요소를 파악하고, 

디자인의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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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인터페이스의 한계 

기존의 드론 인터페이스는 방향과 피드백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사용자의 방향과 드론의 기준 방향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드론의 방향 조작에 어려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환경과, 다른 사람과 혹은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며 자신과 대상에 대한 내적인 멘탈 모델을 

형성하는데, 이런 모델은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해력의 바탕이 된다[4]. 하지만 사용자가 

갖고 있는 드론에 대한 심성 모형과 실제 드론의 작용에 

간극이 존재하게 되면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론이 사용자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드론 

입장에서의 ‘앞’은 사용자를 향한 방향이지만, 

사용자에게 ‘앞’은 드론이 사용자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JI 드론의 컨트롤러와 

같은 조작방법은 2D(dimension)에 머무르고 있어 

직관적이지 못하다[1]. 지상에서 x, z 축으로 주행하는 

차와 달리 무인비행기는 위, 아래의 y 축이 더해져 

3D 로 주행한다[그림 1]. 하지만 현존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디바이스는 

2D 로 조작된다.  

 

그림 1. 무인비행기의 이동축 

둘째로, 사용자가 실외에서 드론을 조작할 경우 바람의 

세기와 같은 외부 환경 정보를 동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드론은 실외 환경에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드론이 바람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사용자에게 정보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드론이 사용자와 가까워지는 경우에, 

드론의 속력을 알 수 없어 사용자와 충돌하거나, 

추가적인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드론이 

사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제어의 어려움이 생긴다. 

3. 연날리기에 대한 고찰 

연날리기는 오래 전부터 행해져오던 민속놀이로 

사용자들에게 비행물체에 대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왔다[3]. 연을 날리는 행위와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허공에 떠 있는 물체’를 가지고 

놀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각광받는 

드론의 인터페이스를 연날리기의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연날리기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인터페이스 요소로 해석하여 새로운 드론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실제로 연을 

날리는 과정을 관찰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방향 조절과 피드백과 관련된 메타포 요소를 

도출하였다[그림 2].  

 

그림 2. 연날리기 관찰 

3-1. ‘얼레’ 메타포 

연날리기에서 연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얼레의 위치와 회전에 

의하여 연의 이동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림 3]. 

3 차원의 공간에서 연은 X 축, Y 축, Z 축의 이동 경로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2 차원 화면에서 사용자가 X 축과 

Y 축의 좌표이동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3 차원 공간에서 연을 날릴 때 

사용자는 X 축과 Z 축을 함께 인식하고 Y 축의 이동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패턴을 관찰하였다. 이는 얼레의 

조작 패턴이 위치이동과 회전으로 구성되어있음에 

기인한다. 기존 위치를 기준으로 얼레를 양옆으로 

이동시킬 경우 연의 위치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며 

사용자가 얼레를 들고 앞뒤로 위치를 이동할 경우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연은 이동한다. 연의 X 축과 Z 축 이동 

조작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중앙 손잡이를 중심으로 얼레의 

몸체를 회전시키면 실이 감기거나 풀리면서 연이 Y 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축별로 다른 조작 방법이 

사용자의 연 방향조절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 얼레와 연의 상호작용 

 

3-2. ‘실’ 메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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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날리기에서 피드백은 비행물체인 연과 조작기인 얼레 

사이를 이어주는 ‘실’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는 촉각적 

피드백, 시각적 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촉각적 피드백은 사용자와 연이 위치한 환경의 

정보, 특히 바람의 세기를 전달한다. 풍속이 증가한 

경우, 연의 면적이 바람과 마주하며 저항이 증가하고 

사용자가 들고 있는 얼레에 감겨있는 실의 장력이 

증가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손과 팔에 더욱 힘을 가하게 된다. 실에서 

느껴지는 장력과 사용자의 손에 들어가는 힘으로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바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각적 피드백은 얼레에 감겨있는 실의 양, 

즉 실의 간격과 밀도로 제공된다. 얼레에 감긴 실이 

많으면 연이 낮게 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얼레에 

실이 조금 남아있으면 더 이상 높이 날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3-3. 방향과 피드백 요소 

 연날리기를 관찰하여 도출한 방향과 피드백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드론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방향을 조절하는 요소로 X 축과 Z 축을 하나의 

조작기안에 담고 Y 축은 분리 구성한다. Y 축은 얼레의 

회전에 대입되는 축으로 드론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또한 회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촉각적 피드백과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바람의 세기와 관련된 촉각적 피드백과 사용자와 

드론과의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 두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드론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4.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제안  

본 연구는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는 민간 

드론의 발전에 상응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드론은 점차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도 

비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5]. 이에 따라 

사용자는 평소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도 필요에 

따라 빠르게 드론을 사용하고, 드론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 예측한다. 

따라서 드론 인터페이스는 웨어러블 형식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드론을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로 팔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워치 

인앱 형태의 인터페이스와 더 나아가 스마트 밴드 

형태의 자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디자인 대상으로 

삼았다. 

4.1 스마트워치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4.1.1 구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워치(Smart Watch)의 형태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제한된 화면 안에서 얼마나 빠르고 

간편하게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고안하고자 하였다[그림 4]. 워치 

중앙의 드론 아이콘 버튼을 중심으로 방향키와 조작 

공간이 위치한다. 

 

그림 4. 메인 화면 UI 

4.1.2 방향의 조작 

기본적으로 방향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방향의 조작공간을 터치한다. 이 

방향키를 이용한 조작으로 X 축과 Z 축으로 드론을 

이동시킬 수 있다[그림 5]. 또한 드론의 몸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작공간을 포스터치(Force-

Touch)하여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에서 회전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끈다. 사용자의 포스터치와 드래그에 

반응하여 드론의 정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방향키가 

회전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드론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포스터치를 이용해 

제한된 인터페이스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직관적으로 드론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5. 좌, 우, 앞, 뒤 컨트롤 인터페이스 

 

그림 6. 방향 컨트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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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에 내장되어있는 외곽의 바퀴를 돌리면 

드론이 위아래로 이동한다[그림 7]. 즉, Y 축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는 연을 날릴 때, 

구심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얼레의 움직임에서 착안한 

것으로 기존 사용자의 심성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림 7. Y 축 컨트롤 인터페이스 

4.1.3 피드백 

[그림 8]의 인터페이스는 시각과 촉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드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적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했고 피부에 항상 맞닿아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촉각 피드백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가지 형식의 피드백을 주었다. 중앙의 드론 아이콘을 

포스터치하면, 배터리, 비행시간, 속도, 높이, 방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드론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자에게 

가까이 오거나 배터리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등 유사 상황에서는 진동과 함께 포스터치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표시된다.   

 

그림 8. 피드백 인터페이스 

4.2 스마트 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 

4.2.1 구조 

스마트 밴드 형태의 자체 디바이스는 한손으로 

간편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 9]. 평소에는 팔목에 착용을 하고 

드론 조종시에 버클을 풀고 사이즈를 넓힌 다음 

사용자의 손에 걸어 사용하게 된다.  왼편의 넓은 

버튼은 그림 – 처럼 엄지를 제외한 네개의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고 윗쪽과 오른편의 조종기와 바퀴는 엄지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다. 각각은 회전, 방향,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9. 스마트 밴드 드론 컨트롤러 

4.2.2 방향의 조작 

이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인 X, Z 축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선 상단의 조작기를 엄지로 위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움푹 들어간 홈에 엄지손가락을 위치시키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드론이 

이동한다[그림 10]. 

 

그림 10. 좌,우,앞,뒤 인터페이스 

왼편의 긴 버튼을 누른 채 손을 회전시키면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드론이 회전하게 된다[그림 11]. 

 

그림 11. 회전 인터페이스 

드론을 Y 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엄지 손가락으로 

오른편의 바퀴를 회전시켜야 한다. 바퀴를 위쪽으로 

돌려 회전시킬 경우 드론은 지면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며 바퀴를 아래쪽으로 돌려 회전시키면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그림 12].   

 

그림 12. Y 축 컨트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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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피드백 

앞서 측면의 바퀴가 연날리기의 얼레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것과 같이, 측면 바퀴를 조작할 때  얼레와 연결된 

실의 장력과 유사한 힘이 제공된다. 측면 바퀴에 

인위적으로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힘이 연에 연결된 실로 인해 느껴지는 

장력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피드백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강도가 조절된다. 바람이 세게 불면 

디바이스 내에서 바퀴에 가해지는 힘이 강해져 

사용자가 바퀴를 돌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 

보다 많은 힘을 가해야한다. 이 촉각적 피드백은 드론 

비행에 영향을 주는 바람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바이스의 전면에 있는 화면은 드론의 비행시간, 

배터리, 방향, 속도, 높이 정보를 실시간보여주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앞서 제안한 스마트 워치 

어플리케이션처럼 드론의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사용자와 드론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 등 

위험유사상황에서는  촉각적 피드백과 시각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준다[그림 13]. 

예를 들어 기준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디바이스가 

진동하고 동시에 화면의 일부분(드론 아이콘, 사용자와 

드론의 측정된 거리값, 화면의 가장자리)이 주목성이 

높은 색상인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사용자에게 경고를 

준다.   

 

그림 13. 피드백 인터페이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드론 인터페이스의 방향 조절과 

피드백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날리기 메타포를 이용하여 

새로운 드론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연날리기의 

관찰을 통해 도출한 얼레와 실의 메타포 요소를 통해 두 

가지 드론 인터페이스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X 축, Z 축과 Y 축을 분리하고 Y 축을 조작기의 회전을 

통해 조작하는 방향 조절 방법이다. 둘째는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피드백 방법이다. 이러한 

두가지 인터페이스 요소를 기반으로 스마트 워치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밴드 형식의 자체 디바이스 두 

가지 형태의 웨어러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드론 

컨트롤러를 다른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지만, 실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보완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보고,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간편한 조작 경험을 

제공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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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장애인 중 88%에 해당하는 저시력 장애인은 

대부분 남아있는 잔존시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장애인인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중의 많은 보조기기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이고 

사용과정에서 장애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저시력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 기능만으론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시력 장애인이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잔존 

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성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및 저시력 장애인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도출하여 저시력 장애인 보조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EYESEE 를 제안하였다. 

ABSTRACT  

Low vision people who are more than 88% of 

visually impaired people want to use their 

residual vision and don’t want to look like 

disabled. However, many assistive devices for 

low vision are suitable for use indoors and 

people with disabled are exposed using 

assistive device so that they are reluctant to 

use that.  So, many low vision people want to 

use smart phone to solve problem but now 

functions of smartphone are not enough. In 

this study, we want to suggest smart assistive 

software and device for low vision people to 

use with residual vision as much as possible 

without being self-conscious. For that, we 

interviewed expert of low vision and low vision 

people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we present solution and 

suggest EYESEE, assistive device and 

application for low vision people. 

주제어  

Low Vision, Visually Impaired, Assistive Device, 

Smartphone Application, In-depth Interview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전맹과 저시력 

으로 구분되며 스마트폰 사용 행태의 차이를 보인다. 

전맹의 경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음성에 의존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저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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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희미하게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므로 시각을 

본능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저시력이란 선천적 이상이나 후천적 안질환으로 인해 

의학이나 광학적으로 교정이 어려운 시력이나 시기능 

장애를 말한다. Kristen Shinohara and Jacob O. 

Wobbrock 의 연구[1]에 따르면 특정 보조기기를 

사용시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낙인 찍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보조 기기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식보다 기술적인 접근을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보조기기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보조기기가 

기술적으로 장애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오해이고 

둘째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없이는 무력할 것이라는 

오해이다. 따라서 Kristen Shinohara and Jacob O. 

Wobbrock 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 수용적인 디자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시력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수반되는 낙인효과를 최소화 하고자 

그들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잔존 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저시력 장애인의 범위를 시력장애나 

시야장애, 혹은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저시력 

장애인으로 한정 지었으며, 시각 이외의 다른 복합 

장애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20 에서 

50 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저시력 장애인에게 

대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양한 화면 

모드를 직접 테스트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저시력 장애에 대한 고찰 

2-1. 저시력 장애 관련 추세 및 선행 연구 

시각장애인 중 88%는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 

장애인이다. 하지만 한국 저시력인 연합회 미영순 

회장[2]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하면 보통 전맹을 

떠올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전맹을 위한 것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시력 장애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시력 장애인을 포함한 대부분 장애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달링(Darling, 2003)[3]은 6 가지 장애 정체성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정상화적 정체성은 

(normalization)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행동 방식을 

취하려는 것을 뜻하고 이들은 자신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지혜(2011)[4]는 1963 년 고프만(Goffman, E)의 

저서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을 통해 

장애인은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장애인이 스스로 다른 

장애인들을 회피하거나, 장애를 숨기려 노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2-2.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현황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형태이며, 

스마트폰 자체에서 TTS 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일부 웹사이트 등에서 글자 확대나 색상 반전 

기능을 자체 운영체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아이폰의 TTS(좌)와 갤럭시 Talk Back(우) 

 

그림 2. LookTel Recognizer(좌)와 Tap Tap See(우) 

 그림 1 은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TTS 와 Talk Back 으로 화면 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다. 그 밖에, 그림 2 의 사진 

속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LookTel Recognizer 

와, 사진 속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Tap Tap 

See 가 있다. 

하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전맹이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음성 지원 서비스는 소음이 

심한 외부에서는 사용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장애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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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현황 

저시력 장애인의 시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는 기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활자 인지 보조기기, 웹 접근성 

보조기기, 이동 보조기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활자 인지 보조기기. A: 돋보기, B: 독서확대기, 

C: 휴대용 독서확대기 

 

그림 4. 웹 접근성 보조기기. A: 컴퓨터 화면 확대경,  

B,C: 스마트폰 화면 확대경 

 

그림 5. 이동 보조기기. A: 케인, B: 모와트 전파감지기, 

C: Oxford 의 Smart Glasses, D: NSK 의 Robotic 

guide dog 

먼저 활자 인지 보조기기는 돋보기, 독서확대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등이 있으며, 모두 글자를 크게 

키우거나, 색상 반전을 이용해 더 또렷한 인지를 돕는 

제품이다(그림 3). 

웹 접근성 보조기기는 컴퓨터 화면 확대경이나 

스마트폰 화면 확대경 등이 있으며, 대부분 시각 

정보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운영체제에서 지원하고 있다(그림 4).  

이동 보조기기에는 케인과 모와트 전파감지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보행보조기기(ETA: Electrical 

Travelling Aided)와 로봇보행보조기기(RTA: 

Robotic Travelling Aided)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변 장애물 정보를 인지하여 장애인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다각적인 보행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이응혁, 2005)[5] (그림 5)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기는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이동 보조기기의 경우 저시력 

장애인이 사용한다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진현(2006)[6]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또한 보조기기의 우수성을 

인정하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보조기기 대신에 저시력 

장애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상일(2009)[7]에 의하면 확대를 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시력 

장애인은 자신의 눈을 대신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3.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표 1. 사전 인터뷰 참여 전문가 정보 

표본 성별 연령 기관 직책 

A 남 40 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복지사 

B 여 40 대 한국실명예방재단 팀장 

표 2. 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표본 성별 연령 장애급수 증상 

A 여 20 대 1 급 망막색소변성 

B 여 20 대 1 급 시신경 병변 

C 남 30 대 1 급 단안 및 백내장 

D 남 30 대 2 급 시력장애 

E 남 30 대 1 급 단안, 안구진탕 

F 남 30 대 1 급 녹내장 

G 여 30 대 1 급 시력장애 

H 여 50 대 1 급 단안, 망막색소변성 

저시력 장애인으로 사는 삶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필요한 점을 직접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복지관에 다니는 저시력 

장애인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 

2 와 같다. 

3-1. 사전 인터뷰(Formative Study) 

심층 인터뷰에 앞서 저시력 장애에 대한 이해와 심층 

인터뷰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방문하여 저시력 장애인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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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조기기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 2 명을 만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3 은 전문가 인터뷰 데이터 중 공통 속성을 띄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사전 인터뷰 내용. 저시력 장애인의 일반적 특징. 

장애 수용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자신의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함 

 화장이나 면도 등도 하며 외모를 가꿈 

 자립심이 강하여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음 

보조기기 사용 

 대부분 케인은 사용하지 않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적정 확대 배율이 다름 

 보조기기 자체가 워낙 고가라 보급률이 낮음 

 휴대성이 좋지 않음 

스마트폰 사용 

 안 보이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확인하는 행위를 

자주 함  

 밤에는 카메라 야간모드를 많이 이용함 

시력보조 

 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임 

 고 대비의 색감이나 크게 확대된 것을 잘 인식함 

보행 및 장애물 인지 

 발의 촉감을 이용하여 바닥의 노면을 느끼며 걸음 

 발을 바닥에 끌면서 걸음 

 볼라드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편임 

 익숙한 길이 아니면 혼자서 길을 찾아가기 어려움 

대인관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경우는 드묾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음 

 누군지 옆에서 먼저 통성명을 하는 편임 

3-2. 저시력 장애인 심층 인터뷰 

3-2-1. 참여자 선정 및 구성 

인터뷰 표본 선정을 위해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서울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저시력 

장애인을 심층 인터뷰 하였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장애와 관련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는 

저시력 장애인으로만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는 총 

8 명이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2 와 같다. 

인터뷰 질문은 표 3 의 사전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일상 중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위하여 생활 전반에 해당하는 거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3-2-2. 저시력 장애인의 행태 분석 

인터뷰 결과 저시력 장애인은 가방 속에 보조기기를 

지니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비치는 것이 

두려워 실제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저시력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징(표 3)을 기반으로 심층 인터뷰 질문 

항목을 총 7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그에 대한 

저시력 장애인의 답변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심층 인터뷰 결과 

확대된 상의 인지 

 배율이 다른 확대경을 3 개 이상 가지고 있음 

  지팡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음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보면 배율이 부족함 

 확대된 스마트폰 카메라는 흔들려서 보기 어려움 

 확대 후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흔들려 정보확인이 

어려움 

색상대비를 통한 인지 

 화면의 채도가 높아지면 더 잘 보임 

 기존 휴대용 독서확대기는 부피가 커서 

스마트폰과 함께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움 

 제공되는 색상대비 중 최소 2 가지 이상을 사용함 

신호등의 인지 

 신호등은 밤보다 낮에 더 안 보임 

 멀리 있는 신호등 색을 구분하기 어려움 

 신호 안내 리모컨을 소지하고 다님 

계단의 인지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음 

 계단 끝에 부착된 신주가 도움됨 

장애물의 인지 

 보행 시 유도 블록을 활용함 

 길거리의 장애물 유무를 예측하기 어려움 

 좁은 시야로 인해 사각지대의 장애물은 보지 못함 

사람을 구별하여 인지 

 사람의 표정을 읽기 어려움 

 약속 장소에 도착해도 상대를 찾기 어려움 

 헤어스타일이나 옷의 분위기 등이 바뀌면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움 

현 위치를 통해 길 찾기 

 초행길은 동행자가 필요함 

 지도 앱을 잘 활용함 

 지도 앱 사용이 어려움 

저시력 장애인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확대 배율이 

사람마다 달라, 현재 스마트폰의 확대 배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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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느끼고 확대를 할 경우 흔들림이 심하여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보색대비를 이용한 색상 반전모드도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모드가 각각 달랐으며, 기존 휴대용 

독서확대기는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횡단보도의 음향 신호가 리모컨으로 

작동이 거의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계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장애물 중 하나이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고, 계단의 시작과 끝을 

잘 보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유도블록은 생김새와 연결을 보고 길의 흐름을 보는 

정도로 활용하며, 단안과 시야 장애가 있는 참여자에 

한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각각 달라 장애물을 

제한적으로 인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이 볼라드, 바닥 연석 등의 장애물에 취약했다. 

저시력 장애인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며 사람을 기억할 때 실루엣이나 옷차림, 

헤어스타일, 목소리 등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이 

바뀔 경우 알아보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지도 앱은 색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글자도 너무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3-3. 해결방안 연구 

7 가지의 항목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간의 인과 관계를 따져 5 가지의 Findings 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Findings 에 상응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비스의 기능을 구성하였다.  

그림 6 은 각 항목에서 도출된 Findings 를 나타내며, 

표 5 는 각 Findings 와 상응하여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6. 인터뷰 항목을 통해 도출된 Findings 

표 5. Findings 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 

Findings Solutions 

1  스마트폰 줌을 각자에게 맞게 확대 

 렌즈 제품을 통해 확대 배율 보충 

2 

 7 가지 카메라 필터를 통해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대체시각 제공 

 프리즈(freeze)기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음 

3  Wearable Sensor 를 이용하여 

시야의 사각지대 보완 

4  저시력 장애인에게 특화된 지도제공 

 지도를 통해 장애물 정보 공유 

5  근처 친구 찾기 기능 

주요 해결방안으로 색상대비, 신호등, 계단에 대한 

항목에 기반하여 각 상황에 특화된 카메라 필터를 

개발하였고, 확대된 상에 대한 항목에 기반을 두어 

정보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을 시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프리즈 기능(타이머)을 

고안하였다. 

 

4. 제안 방안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EYESEE 를 제안하였다. EYESEE 는 

저시력 장애인에게 제 3 의 눈이 되어 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보조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림 7. EYESEE 제품과 애플리케이션  

4-1. 서비스  제안 

EYESEE 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과 이와 

연동하는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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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YESEE 서비스 구조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필터를 제공한다. 위치 기반으로 

장애물의 정보를 등록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장애물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또한,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등록된 친구 

중 근처에 있는 친구를 찾아준다.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로 연동된다. 

디바이스의 형태는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로서 일반 

스마트폰 케이스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시력 장애인이 사용하여도 전혀 

보조기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케이스에는 접사렌즈와 망원렌즈가 장착되어 있어 

필요 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케이스 하단에 

장착된 4 방향의 적외선 센서는 약 5m 반경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림을 준다. 

4-2. 시스템 제안 

 

그림 9. EYESEE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은 Server-Client model 로 구성되어 있다. 

Server 는 Client 의 위치, 계정정보 등을 

Database 에 저장하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Client 에서는 Google Api Client 를 통해 

계정정보, 사용자 위치정보, 지도정보를 수집하며 

필요에 따라 Server 에 업로드한다.  

 

그림 10. 센서가 탐지한 장애물의 방향을 시각화 한 모습 

장애물 탐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사용자가 미리 등록해둔 GPS 지점 주변에 경고 

알림이 발생하여 장애물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의 적외선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장애물이 탐지되면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에서 팝업을 띄우거나 그림 10 과 같이 

카메라에 장애물 방향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4-3. 애플리케이션 제안 

애플리케이션은 SEE, MAP, FRIEND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apk 파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  

EYESEE 의 SEE 에서는 7 가지의 카메라 필터를 

제공하여, 저시력 장애인이 보고자 하는 것, 피하고자 

하는 장애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Impressive 와 Outline Color 는 실제 저시력 

장애인에게 직접 테스트하여 좋은 피드백을 얻었다. 

표 6. SEE 의 카메라 필터 구성 

필터명 GUI 기능 및 특징 

Outline 

Mono 

 

Grayscale 에

서 흰색 

외곽선으로 

강조한 모드. 

계단의 

외곽선을 

보는데 유용함 

 

  
Impres-

sive 

 
Sepia 모드에

서 명도대비를 

더 강조한 

필터 

Outline 

Color 

 채도와 대비를 

더 강조하고, 

외곽선을 

강조한 필터 

Spoid 

 적색과 

녹색만을 

추출한 필터. 

신호등 불빛을 

인지하는데 

유용함 

Text 

Mode 

01 

 
기존 

독서확대기의 

반전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독서확대기를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됨 

Text 

Mod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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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ode 

03 

 

 
그림 11. MAP 의 장애물 공유 기능 

 
그림 12. FRIEND 의 친구 찾기  

 
그림 13. 어떤 페이지든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QuickMenu 버튼(좌,중)과 QuickMenu GUI(우) 

저시력 장애인에게 특화된 지도를 제공하는 MAP 

에서는 위치 기반으로 장애물을 등록 및 공유할 수 

있다. 길을 가다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등록하면 이후 그 장소를 지나가는  저시력 

장애인이 푸쉬 알림을 받고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다. 

비장애인들도 이 기능을 통해 장애인 친구에게 

위험요소를 알릴 수 있다(그림 11).  

FRIEND 에서는 GPS 를 통해 근처의 친구 위치를 

알려 준다. 등록된 친구에 한해 나를 기준으로 10m 

이내에 있는 친구의 위치와 거리를 알 수 

있다(그림 12).  

전반적으로 직관적인 아이콘과 크고 두꺼운 텍스트를 

사용하였고, Quick Menu 버튼을 모든 페이지에 

배치하여 기능의 Depth 와 Interaction 을 

최소화하였다. 보색인 노랑과 파랑을 메인 칼라로 

하였고 앱을 최초 실행 시 자신에게 맞는 색상 대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3). 

4-4. 제품 제안 

 
그림 14. EYESEE 의 제품 디자인  

제품은 스마트폰 케이스와 펜던트 형태의 웨어러블 

센서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문헌 연구에서 

드러났던 기존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수반되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스마트폰 케이스형태를 

취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접사와 망원렌즈가 

부착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부족한 확대 배율을 

보충하여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보조기기 

없이도 사물과 글씨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케이스 

하단의 적외선 센서는 분리가 가능한 펜던트 형태로 

디자인하여 목걸이나 클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시력 장애인마다 시야의 사각지대가 

다르므로 각자 취약한 위치에 펜던트를 착용하면 

착용한 부위를 기준으로 주변 4 방향의 장애물을 

탐지하여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림을 주게 된다. 

 

그림 15. EYESEE 스마트폰 케이스의 렌즈(A)와 펜던트 

웨어러블 센서(B) 

실제 제품의 하드웨어 구현을 위하여 시제품 제작 시 

소형제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자인하였으며, 

Working Mock-up 을 제작하여 센서 디바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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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용 시 함께 사용되는 렌즈를 

구현하였다. 

 

그림 16. EYESEE  Working Mock-up 

 

5. 결론 

EYESEE 프로젝트는 저시력 장애인에게 제 3 의 눈을 

제공하자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실명예방 재단, 

서울 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Findings 를 얻고 저시력 장애인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솔루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검증하기 위해 저시력 장애인을 만나 

의견을 묻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EYESEE 의 기능을 

구성하였다.  

후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전시하였고, 많은 방문객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김진우 

교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에 

대한 두려움을 재치 있게 잘 해결했다고 하였고, 

전시에 방문한 저시력 장애인은 EYESEE 를 직접 

체험해보고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잘 보이며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 좋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각 카메라 모드마다 특화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 저시력 장애인이 

취약해 하는 부분이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한정적인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정성적인 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실제 저시력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많은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EYESEE 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고 

정성적인 조사 외에 정량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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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개인이 일상과 기억을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타인에게 외재화된 데이터가 반복과 습관을 

통해 객관화가 되고, 인간의 의식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로 구성된다. 기술의 발달, 인간과 

사화의 만남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라이프로깅 시대에서는 자아를 정량회된자아, 

기록된자아, 연결/분립적자아, 감시적자아, 

평가적자아로 분류 하였다. 분류한 자아유형에 따라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 20 개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이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시 기록과 측정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 method which is to record and 

analyses a person’s daily life and memory 

using life-logging has expanded to share with 

others. These records have objectified by 

repetition and habit of externalized data and 

composed of internalization which is to effect 

on human sense. Basically, the self is formed 

by developing technology, and encounter with 

human and society. Therefore, we classify the 

self as follows: 'Quantified self', 'Recorded 

Self', 'Connected/ Segregated Self', 

'Monitoring Self' and 'Evaluated Self'. Then we 

analyze twenty life-logging applications which 

were selected by self-formation. The analyzed 

information would help to make life-logging 

application for recording and measuring of 

user from self-formation point of view. 

주제어 

라이프로깅, 웨어러블디바이스, 자아형성, 자아 

정량화, 애플리케이션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생활하는 일상에 대한 

정보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타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다양한 기능의 

발달과 자신의 삶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뛰어넘어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신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들이 증가 하고 

있다.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다시 기존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로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기록되고, 일기를 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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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기존 SNS 에 능동적으로 기록하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들을 타인에게 표출하여 외재화 시킨다.  

버거와 루크만은 사회가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외부로 표출하는 과정을 외재화 

(Externalization), 그리고 외재화된 산물이 반복을 

통한 습관화의 과정으로 제도를 형성하는 객관화 

(Objectivation)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객관화 된 

사회세계가 인간의 의식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1]. 라이프로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 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자아 형성과정에서 라이프로깅 시대의 

자아유형이 분류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보화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하고 자아의 유형들도 

새롭게 변모 되면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의 사례를 분석하고 

라이프로깅 시대의 자아유형에 따라 분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라이프로깅 시대의 특징과 

라이프로깅과 연계한 자아형성 유형에 대하여 분류 

한다. 이전 연구와 문헌 조사등을 통하여 라이프로깅 

시대에 변화된 사회에 대하여 연구하고, 라이프로깅 

시대에 맞춘 자아유형에 분류를 연구한다. 둘째,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에서 랭크 된 라이프로깅앱 

1~10 위를 선택하여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 20 개 

를 자아형성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례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형성 관점에서의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의 한계점과 고려사항을 

논한다. 

라이프로깅 시대의 자아 형성 

1. 라이프로깅 시대의 특징 

라이프로깅은 라이프(Life)와 로깅(Logging)의 

합성어로 삶의 행동과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록,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자의 

운동량, 건강정보, 수면패턴, 일상의 기록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수치화하여 기록하며,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을 디지털 기기의 능력으로 보안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하는 

행위 부터 자신의 건강, 스케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스마트디바이스(Smart Device)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라이프로깅에 

대한 트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자신의 생체 신호 및 GPS 등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의 발달로 미래에는 물리적인 대부분의 

객체들이 향후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대부분의 객체들에 

대한 정보까지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라이프로깅의 특징 [3] 

그림 1 과 같이 블로깅과  마이크로블로깅 등  

이전에도 이용자의 일상을 온라인에 기록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라이프로깅은 이보다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3] 

2. 라이프로깅과 연계한 자아형성 유형 분류 

표 1. 자아유형분류 

자아 유형 분류 분류에 따른 정의 

정량회된자아 자신을 객관적인 수치로 기록하는 자아 

기록된자아 
텍스트와 사진을 이용하여 직접 

기록하는 자아 

연결/분립적자아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의 자아 

감시적자아 
개인의 정보를 감시하거나 감시당하는 

자아 

평가적자아 
측정된 기록에 대한 평가 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 

 2.1 정량화 된 자아 

정량화된 자아는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자가 

건강관리를 의미한다. [4] 자신의 생활을 

기록(Tracking)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지적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체 인식기술을 통하여 

신체기관을 측정하고 점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5] 혈액 내 산소량, 혈압과 맥박, 수면시간, 

심박수, 자기애착지수, 스트레스지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된 수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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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된 자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6] 정량화된 

자아는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보여지나 일반적인 수치들도 

정량화 하려는 경향이 보여진다. 

2.2 기록된 자아 

디지털 시대 이전에 다이어리에 남기던 개인의 

기록들을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웹로그(Web log), 

블로그(Blog), SNS 등에 사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기록이 라이프로깅 상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저장 되어 

'언제나' 꺼내어 볼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지는 

생물학적인 기억보다 더 많이 기억 하는 전자 

기억이다. [7] 라이프로깅 시대에서는 누구나 기억된 

자아를  가짐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 가능하다. 

또한 SNS 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변화 하였고,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데이터들도 텍스트를 포함하여 사진정보를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다. 

2.3 연결된 /분립적 자아   

연결된 자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기능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자아가 구성된다. 오늘날 

사회는 사회관계를 장소에서 때어내고 시공간을 

분리시켜 다시 다른 사회 관계 속으로 재 접합 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결합 속에서 연결된 경험은 직접적 

경험을 압도할 수 있다.[8] 분립적 자아는 기기를 통해 

연결이 되어있지만, 현실세계의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줄어드는 유형을 말한다. 대면하여 이야기 하는 

것보다 SNS 와 기기를 통하여 소통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기기를 통한 타인들과의 연결을 위해 

현재와 분립을 자초하는 모순적 상황을 이야기 한다. 

2.4 감시적 자아  

라이프로깅 환경에서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데이터를 

통한 생체적 감시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한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익명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육체에 관한 정보들이 

웨어러블디바이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사용자의 

데이터는 기기와 웹에 저장이 되고 그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9]  

정보가 노출 되었을 경우 개인 생체 정보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2.5 평가적자아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제하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관점으로부터 탈 중심화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 

받고 평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10]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측정, 정량화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평가한 데이터를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자아 형성 유형별 라이프로깅 앱 분석 

1. 분석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iPhone 의 App Store 와 

Android 의 Play store 에서 "Life-Logging" 단어로 

검색하여 결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한정하였다. 본 

검색은 2015 년 7 월을 기준으로 각 1~10 위 까지를 

선정하여 총 20 개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분석한다. 

자아형성유형으로 분류한  정량화된 자아, 기록된 

자아, 연결/분립적 자아, 감시적 자아, 평가적 자아 

5 가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연구 하였다. 

표 2. 선정된 애플리케이션 정보 

no 

Android (Play store) iPhone (App store) 

Title Production Title Production 

1 Lifelog(Sony) Sony iLifeLogger Natz Soft 

2 
Pedometer & 

Fitness Tracker 
SenseMe MoneySmart 

MoneySmart 

Inc. 

3 
Walk 

Pedometer 
ALLTIMESOFT Optimized 

OptimizeMe 

GmbH 

4 Lifelog Yokotama Timenote 
Katsunobu 

Ishida 

5 
ActiFit Activity 

Tracker 

MicroMovie 

Media GmbH 
Life Analytics 

Media Circuit 

Co., Ltd. 

6 Nike+ Running Nike+ Running All of my life. MW Products 

7 
Runtastic 

Pedometer 

Step Count 

Runtastic My Fit Log 
PQRS MOBILE 

(ASIA) LIMITED 

8 
Saga Automatic 

Lifelogging 
ARO LifeStats 

Placer Labs 

Inc. 

9 
Smart e-SMBG 

Diabetes lifelog 

ARKRAY 

Marketing, Inc. 
Time Golden huang shan 

10 
Woman Log 

Calendar 
ABISHKKING Loggo Dan Haggren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20 개의 라이프로깅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9 개, 

개인 라이프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이 9 개, 

다이어리가 2 개로, 대부분 건강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다.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이 현재는 웨어러블디바이스와 함께 

건강과 관련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지만,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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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금융과 같은 특정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애플리케이션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표 3] 에서는 분석한 애플리케이션을 

앞서 연구한 5 가지 자아에 따라 분류 한 표이다.  

2.1 정량화된 자아 

정량화된 자아는 총 15 개로 'iLifeLogger', 

'Optimized', 'Life Analytics', 'All of my life', 

'My Fit Log', 'LifeStats', 'Time Golden', 'Loggo, 

'Lifelog(Sony)', 'Pedometer & Fitness Tracker', 

'Walk Pedometer', 'ActiFit Activity Tracker', 

'Nike+ Running', 'Runtastic Pedometer Step 

Count', 'Saga - Automatic Lifelogging', 'Smart 

e-SMBG Diabetes lifelog'이다. 사용자의 행동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앱의 특징으로는 건강 기록과 관련된 앱이 

전부 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되거나 스마트 

기기로 측정하는 만보기와 걷기, 뛰기, 심장 박동수, 

수면패턴 등을 측정하여 정량화 시킨다. 시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인포그래픽을 사용하여 

정량화된 수치 텍스트와 그래프로 표현 된다. 

 

그림 2. 정량화된 자아 애플리케이션의 예 

2.2 기록된 자아 

기록된 자아는 총 14 개로 'iLifeLogger', 

'MoneySmart', 'Optimized', 'Timenote', 'Life 

Analytics', 'All of my life', 'LifeStats', 'Time 

Golden', 'Loggo', 'Lifelog(Sony)', 'Walk 

Pedometer', 'Lifelog(yokotama)', 'Saga-

no. Application Tittle Platform 정량화된 자아 기록된 자아 연결된 자아 감시적 자아 평가적 자아 

1 iLifeLogger   ios O O     O 

2 MoneySmart   ios   O     O 

3 Optimized   ios O   O     O O 

4 Timenote   ios   O   O O 

5 Life Analytics   ios   O   O O 

6 All of my life.   ios O   O O   O 

7 My Fit Log   ios O       O O 

8 LifeStats   ios O   O   O   O 

9 Time Golden  ios O   O       O 

10 Loggo  ios O   O   O O O 

11 Lifelog(Sony) Android O O   O O 

12 
Pedometer & Fitness 

Tracker 
Android O     O O O 

13 Walk Pedometer Android O     O O O 

14 Lifelog(yokotama) Android   O     O 

15 
ActiFit Activity 

Tracker 
Android O     O O O 

16 Nike+ Running Android O   O O O 

17 
Runtastic Pedometer 

Step Count 
Android O       O O 

18 
Saga - Automatic 

Lifelogging 
Android O   O O   O 

19 
Smart e-SMBG -

Diabetes lifelog 
Android O O O O O 

20 WomanLog Calendar Android 
 

O 
  

O 

 표 3.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의 자아 분석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209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Automatic Lifelogging', 'Smart e-SMBG-

Diabetes lifelog', 'WomanLog Calendar'이다.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있으며 

다이어리 형태로 자신이 스스로 기록하는 형태를 

포함한다. SNS 에 자신의 생각이나 일기 등을 

기록하는 것을 동기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리주기를 

입력하거나, 일상 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있다. SNS 의 기록을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에 기록하고,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 데이터들을 다시 SNS 에 

공유하려는 경향이 보여진다. 최근에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이미지나 사진 또는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자신의 기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기록된 자아 애플리케이션의 예 

2.3 연결된/분립적 자아 

연결된 자아는 총 9 개로 'All of my life', 'LifeStats', 

'Loggo', 'Pedometer & Fitness Tracker', 'Walk 

Pedometer', 'ActiFit Activity Tracker', 'Nike+ 

Running', 'Saga-Automatic Lifelogging', 'Smart 

e-SMBG-Diabetes lifelog'이다.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타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타인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에서의 타인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연결된 자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현실세계와의 관계는 분립적 

자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타인과의 기록을 공유하여 사회와 연결되거나 분립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4. 연결된 자아 애플리케이션의 예 

2.4 감시적 자아 

감시적 자아는 총 11 개로 'iLifeLogger', 

'MoneySmart', 'Optimized', 'Timenote', 'Life 

Analytics', 'My Fit Log', 'Loggo', 'Lifelog(Sony)', 

'Pedometer & Fitness Tracker', 'Walk 

Pedometer', 'ActiFit Activity Tracker', 'Nike+ 

Running', 'Runtastic Pedometer Step Count', 

'Smart e-SMBG-Diabetes lifelog'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바이오리듬을 측정하거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자신의 위치를 GPS 로 

확인하여 지도에 위치를 표시해주는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통합하여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속한다. 개인정보의 입력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가 서버로 공유되는데 서버의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5. 감시적 자아 애플리케이션의 예 

 

2.5 평가적 자아 

평가적 자아는 20 개의 애플리케이션 모두 존재 

하는데,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록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는데 텍스트위주의 분석보다는 

인포그래픽을 통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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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 같이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동화 되어있고, 점수나 백분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나타내 준다.  

 

그림 6. 평가적자아 애플리케이션의 예 

  

결론 

본 연구는 라이프로깅 시대에 자아 형성 관점에서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해석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 기능 디자인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첫째, 라이프로깅의 애플리케이션을 기술이나 

디자인관점에서가 아닌 자아형성이라는 라이프로깅의 

인문학적 특징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었다. 

라이프로깅을 자신의 생활과 기억 또는 생체적 

반응까지 기록하게 됨으로써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프로깅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정량화된 자아, 기록된 자아, 연결된/분립적 

자아, 감시적 자아, 평가적 자아 라는 5 가지 자아형성 

유형으로 분류하여 라이프로깅 앱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분석결과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평가적 자아 

유형에 해당하는 기능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정량화된 자아와 기록된 자아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 텍스트 보다는 객관화된 수치와 

그래프 등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자아 형성 관점에서 본 라이프로깅 

애플리케이션은 자아에 대한 측정과 기록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인과의 교류로 

확장되고 자신의 많은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및 감시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된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의 분립적 자아가 증가하면서 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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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회화에는 화가의 느낌이나 생각, 사상, 감성 등이 

표현된다. 회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는 색, 

재질감, 구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 색은 회화의 감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색이라는 분야를 시스템적인 분야로 이해함으로써 

회화로부터 어떠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일본의 디자인 연구자 시게노부 고바야시 

(Shigenobu Kobayashi)는 인간과 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해 왔다. 고바야시는 설문 

조사를 통해 130 가지의 색을 기준으로 178 개의 감성 

형용사를 표현할 수 있는 936 가지의 3 색 배색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130 가지 색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357,760 가지의 3 색 배색에 비하면 936 가지의 

3 색 배색은 우리들의 느끼는 세밀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고바야시가 제시한 936 가지의 

3 색 배색은 색상 배색 테크닉이라는 규칙성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색상 배색 테크닉을 이용하여 178 개의 

감성 형용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성 배색을 

제안함으로써, 회화를 구성하고 있는 색으로부터 표현 

되는 감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ABSTRACT  

The artist's thoughts, philosophy, emotions etc. 

are expressed in a painting. The basic elements 

that consist a painting include color, texture, 

and structure. Among these elements, color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analyzing the 

emotion expressed in a painting. We may view 

the field of color as a systematic field and 

attempt to analyze what emotions can be felt 

from a painting. Shigenobu Kobayashi, a 

Japanese design specialist, has done a lot of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humans and 

color. Kobayashi conducted surveys and using 

130 different colors, he came up with 936 types 

of 3-color combinations that can express 178 

emotion-related adjectives. But compared to the 

357,760 different kinds of 3-color combinations 

that can be created with 130 colors, the 936 

types of 3-color combinations are not enough to 

express our subtle emotions adequately.  

Kobayashi's 936 types of 3-color combinations 

follow the pattern of color combination 

technique. In this paper, I will propose a new 

set of 3-color combinations, using the color 

combination technique that can express the 178 

emotion-related adjectives, thereby enabling a 

more precise prediction of the emotion that is 

expressed by the color in a painting.  

 

주제어 

컬러 이미지 스케일, 배색 기법, 인지 과학, 감성 공학 

 

1. 서론 

회화는 일반적인 사진과는 다르게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회화를 통하여 어떠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회화는 색, 재질감, 구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색은 회화로부터의 

감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회화로부터 어떠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화에서 사용된 색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디자인 연구자 시게노부 고바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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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색상 및 톤 차트 130

 

색과 감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130 가지의 색을 

기준으로 하여, 178 개의 감성 형용사에 따른 936 개의 

3 색의 감성 배색을 제안하였다[1]. 하지만 실제로 

130 가지 색을 기준으로 조합할 수 있는 배색의 수는 

357,760 가지이며, 그에 반해 고바야시가 제안한 

936 개의 감성 배색은 회화로부터 우리들이 느끼는 

세밀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성 배색을 만드는 

색상 배색 테크닉을 이용하여, 기존의 고바야시로부터 

제안되지 않았던 새로운 감성 배색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감성 배색을 정의함으로써 

회화로부터 보다 정확한 감성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2. 관련 연구 

2.1 Color Image Scale 

   고바야시는 먼저 색과 감성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성을 분석하거나 표현하는데 사용될 

색상을 그림 1 과 같이 색상 및 톤 차트 130 으로 

정의하였다[1]. 색상 및 톤 차트 130 은 미국의 화가인 

먼셀(Albert Henry Munsell)이 고안한 먼셀 시스템을 

따른다. 각각의 10 개 색상에 대한 12 개의 톤을 

정의하였고, 10 개의 무채색을 더하여 총 130 가지의 

색을 정의하였다. 먼셀의 색상은 색상 차이가 등 

간격으로 보이는 주요한 5 가지 기본 색상 R(Red, 빨강), 

Y(Yellow, 노랑), G(Green, 초록), B(Blue, 파랑), 

P ( P u r p l e ,  보라 ) 와  각각 의  사 이 에 중 간  색 상 

YR(Yellow Red, 주황), GY(Green Yellow, 연두), 

BG(Blue Green, 청록), PB(Purple Blue, 남색), 

RP(Red Purple, 자주)를 정해 10 가지 색상을   

 

그림 2.Color Image Scale[1]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한 가지 색상에 대해 명암과 

채도를 하나의 색조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을 톤이라고 

한다. 톤은 선명한 톤, 수수한 톤, 밝은 톤, 어두운 

톤으로 크게 4 가지로 분류된다. V 와 S 톤은 선명한 

톤에 해당이 되며, Lgr, Gr, L, Dl 톤은 수수한 톤에 

해당된다. 밝은 톤에는 B, P, Vp 톤이 있으며, Dp, Dk, 

Dgr 은 어두운 톤에 해당된다. Color Image 

Scale[1]은 하나하나의 색이 갖고 있는 의미(감성)를 

명확하게 하여, 각 색깔을 연관 지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Color Image Scale[1]의 좌표상의 

130 가지의 색은 그림 1 색상 및 톤 차트 130 을 기초로 

하여 12 가지의 같은 톤끼리 선으로 연결하였으며, 모든 

색상은 Soft-Hard, Warm-Cool, Clear-Grayish 로 

이루어져 있는 3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 

공간에 정리되어 있다. Soft-Hard 는 명도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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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며, Warm-Cool 은 색상에 관여하는 축이다. 

Clear-Grayish 는 채도에 관여하는 축인데, 

일반적으로 Warm-Cool 과 Soft-Hard 의 2 가지 축 

만으로도 감성의 70~80%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2 가지 축만 사용한다[2]. 이러한 3 차원의 좌표 

축을 기준으로 하여, 130 가지의 각각의 색에 따른 감성 

좌표계의 위치를 정의하여 그림 2 의 Color Image 

Scale[1]을 완성하였다. 

 

2.2 Word Image Scale 

사람들이 느끼는 색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공통된 

감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을 형용사로 나타내어, 

색과 연관 짓는 연구를 진행하여 좌표축에 나타낸 것이 

그림 3 의 Word Image Scale[1]이다. Word Image 

Scale 에는 3 가지 축에 의한 공간에 이미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가능한 많이 취합하여, 

15 개의 감성 군에 따른 174 개의 감성 형용사를 

정의하였다. 크게 구분하자면, Warm-Soft 평면의 

경우에는 친근함, Casual 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Warm-Hard 평면의 경우에는 

역동감, Dynamic 함이, Cool-Soft 평면의 경우에는 

Sense 감, Clear 함이, Cool-Hard 평면의 경우에는 

신뢰감, Formal 함에 관련된 형용사가 위치하고 있다. 

Word Image Scale[1] 상의 감성 형용사들은 하나의 

좌표상의 점으로서 추출되는 값의 형태가 아니다. 

하나의 감성 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감성이 원형의 

파장 형태로 퍼져 나가며, 의미하는 바가 점점 약해지는  

  

그림 3. Word Image Scale[1]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감성 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점 형태가 아닌 주변 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면 

형태로 추출되는 형태를 띤다. 

 

2.3 고바야시의 초기 DB 936 가지의 배색 

3 가지 색의 배색은,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적합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고바야시가 

정의한 15 개의 대표 감성 군에 따른 174 개의 감성 

형용사는 표 1 과 같이 각 감성 군 및 형용사 별로 

936 가지의 감성 배색으로 정의되었다[1]. 표 1 에는 

표 1. 936 가지의 감성 배색의 예시 

Ethnic Ethnic, Robust, Untamed, Wild  

R/Dp   P/Dl   Y/Dl         N1.5   R/Dp   R/Dk       R/Dp   N1.5   G/Dk       R/V    R/Dgr  Y/S 

……  (39 개의 배색) 

Romantic Agreeable to the touch, Amiable, 

Charming, Dreamy, Innocent, 

Romantic, Soft, Supple, Sweet and 

dreamy 

 

  R/Lgr  R/Vp    R/P       YR/Lgr  R/Vp  Y/Lgr       RP/P   R/Vp  B/Vp       YR/Vp BG/Vp P/Vp 

 

  R/Vp   N9.5    G/Vp      RP/Vp  N9.5   B/Vp       R/Vp   RP/P  P/Vp        R/Vp    N8     G/Vp 

                                       …… (51 개의 배색) 
R/P      Y/Vp   YR/P 

Pretty Cute, Childlike, Pretty, Sweet  

R/P       Y/P     B/P         R/B     Y/Vp   B/P         Y/P     R/P   YR/Vp       R/B    R/Vp   YR/P   

…… (22 개의 배색) 

…… …… …… 

15 개의  

대표 감성 군 

174 개의 감성 형용사 936 개의 3 색 감성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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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색 Image Scale[1] 

 

고바야시가 정의한 15 군의 감성 군에 따른 936 가지의  

배색의 몇 가지 예시가 나타나 있다. 15 군의 대표 감성 

중 Ethnic 의 경우에는 4 가지의 감성 형용사 및 

39 가지의 감성 배색으로, Romantic 의 경우에는 

9 가지의 감성 형용사와 51 가지의 배색으로, Pretty 의 

경우에는 4 가지의 감성 형용사와 22 가지의 감성 

배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감성 군에 해당하는 

3 색 감성 배색의 각 색상 아랫부분에는 각 색깔의 

색상과 톤이 나타나 있다.  

 

2.4 배색 Image Scale 

고바야시는 앞서 정의한 936 가지의 DB 화시킨 감성 

배색들의 대표적인 예를 취합하여 좌표축에 위치시킨 

것이 그림 4 의 배색 Image Scale[1]이다. 기존의 

Word Image Scale[1]의 좌표상의 감성 형용사에 

해당하는 감성 배색을 함께 좌표축 상에 위치시켰다. 각 

배색의 아랫부분에는, 참고로 할 수 있는 감성 형용사가 

쓰여 있다. 

 

3. 고바야시의 초기 DB 의 한계점 

  우리는 회화로부터 다양한 색상을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바야시가 제안한 3 색 감성 배색은 

936 가지에 불과하다. 고바야시는 색과 감성의 

상관관계를 정의하기 위하여, 인지 심리학 분야 중 

하나인 Semantic Differential[3]법에 의해 조사하여 

결과를 축적시켜왔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DB 에는 가짓수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5. 색상 배색 테크닉의 분류 

 

색상 및 톤 차트 130 을 기준으로 하여, 130 가지 색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3 색 배색의 수인 357,760 개에 

비하면 고바야시의 936 가지의 감성 배색 데이터는 

우리들이 느끼는 세밀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화로부터 추출된 

색의 조합과 가장 가까운 3 색 감성 배색을 찾게 되면, 

애초에 표현하고자 하였던 색의 조합과 오차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분석된 감성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성 배색을 만들어나가는 

색상 배색 테크닉[4]을 이용하여, 고바야시로부터 

정의되지 않은 3 색 감성 배색을 만들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음은 물론, 

색을 통하여 표현되는 감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4. 색상 배색 테크닉 

위에서 살펴본 고바야시의 936 가지의 배색은  

그림 5 와 같은 규칙성을 갖는다. 먼저 배색은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상에 따른 분류와 열거 

방법에 따른 분류, 그리고 칼라 시스템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인상에 따른 분류는 다시 통합적인 색과 

두드러지는 색으로 분류되며, 열거 방법에 따른 분류는 

그라데이션(Gradation)과 세퍼레이션(Separation)에 

따라 나뉜다. 칼라 시스템의 경우에는 색상 배색과 톤 

배색으로 나눌 수 있다[4].  

 

4.1 인상에 따른 분류  

인상에 따른 분류는 3 색 감성 배색의 각각의 

색상들이 얼마만큼의 대비 효과를 내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대비 효과를 강하게 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비 효과를 약하게 함으로써, 

동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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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색상 배색 테크닉의 예시 

 (a) (b) 

통합적인 배색  

 

    YR/Lgr     YR/L      YR/Gr    

 

 

   N1.5       R/Dk       P/Dk   

두드러진 배색  

 

     BG/B       Y/B        PB/V 

 

 

    P/Dp      GY/V      RP/V 

그라데이션 

배색 

 

   

    Y/Vp      GY/Lgr     G/L 

 

 

    R/B         R/V        R/Dp 

세퍼레이션 

배색 

 

 

    YR/S        N1.5       P/S 

 

 

   BG/B       Y/B        PB/V 

색상 배색  

   

    RP/B       Y/P         PB/B    

 

 

    G/P         Y/V         R/B 

톤 배색  

 

   Y/Lgr       GY/Gr     Y/Dk    

 

 

  PB/Gr    PB/Dgr     PB/L 

 

4.1.1 통합적인 배색 

통합적인 배색은 동일 색상이나 비슷한 색상의 같은 

계열의 색상끼리 배색하는 방법인데, 가까운 톤끼리 

조합하는 방법이다. 표 2 의 통합적인 배색의 첫 번째 

배색(a)는 YR 계통의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고, 미묘한 

톤의 차이를 주어 통합적인 배색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배색(b)는 검은색과 더불어 Dk 의 어두운 톤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배색에 해당한다. 통합적인 배색의 

경우에는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질화 

시킴으로써 일관적인 경향이나 바탕을 만들기 쉽다. 

이러한 통합적인 배색의 조합은, 침착한, 온화한, 

우아한, 산뜻한 과 같은 감성을 표현하는 경향성을 띤다. 

 

4.1.2 두드러지는 배색 

두드러지는 배색의 경우에는 반대 색상의 조합을 

이용하여 두드러짐을 표현하거나, 톤에서의 대비 

효과를 줌으로써 두드러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 2 의 두드러진 배색의 첫 번째 배색(a)는 Y 색상을 

중심으로 반대 색상에 해당하는 BG 와 PB 가 사용되어 

두드러진 배색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배색(b)는 GY 

색상을 중심으로 반대 색상인 P 와 RP 를 사용함으로써 

두드러진 배색에 해당된다. 두드러진 배색은 대비 

효과가 강하므로 이질화시킴으로써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동적인, 강한, 살아있는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쉽다. 

4.2 열거 방법에 따른 분류 

   열거 방법에 따른 분류는 색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열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색을 규칙적이면서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라데이션 방식과, 

색상이나 톤을 급 변화시켜 대비나 강조의 효과를 주는 

세퍼레이션이 있다.   

 

4.2.1 그라데이션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은 밝고 어두움, 화려함과 수수함, 

색상 순서와 같이, 어떠한 질서에 따라 색을 변화시키는 

배색 방법인데, 같거나 비슷한 색상에서 톤을 서서히 

변화시켜 색을 조합하는 방법이다. [표. 2]의 

그라데이션 배색의 첫 번째 배색(a)는 GY 색상을 

중심으로 같은 계열의 색상인 Y 색상과 G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톤 역시 Vp, Lgr, L 로 서서히 변화시켜 

그라데이션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배색(b)는 R 색상으로 

색상을 통일시켰으며, 톤의 채도와 명도를 서서히 높여  

그라데이션 배색에 해당된다. 그라데이션은 명도의 

차가 작은 배색에 해당되고, 같거나 비슷한 색상에서 

톤을 서서히 변화시켜 색을 조합해 나가는 방식이다. 

색의 미묘한 변화의 특징을 가지며, 섬세한, 그윽한, 

고상한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쉽다. 

 

4.2.2 세퍼레이션 배색 

세퍼레이션 배색 방법은 밝은 - 어두운 - 밝은, 

어두운 - 밝은 - 어두운과 같이, 명도를 급변화 

시키거나, 반대 색상을 나열하여 2 가지 색상 사이에 

이질적인 색을 끼워 넣어 대비 효과를 주는 배색 

방법이다. 표 2 의 세퍼레이션 배색의 첫 번째 배색(a)는  

YR 색상과 반대색상인 P 색상을 사용하였고, 채도가 

높은 두 색상과 검은색 사이의 톤의 급변화로 

세퍼레이션 배색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배색(b)는  Y 

색상의 밝은 톤을 중심으로 반대 색상인 BG 색상과 

PB 색상을 사용하였고, 채도가 높은 B 톤과 V 톤을 

사용함으로써 세퍼레이션 배색에 해당된다. 또한 

화려한 톤을 띠는 색상들의 조합이나 보색 간의 색상의 

조합은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를 주어 세퍼레이션의 

경향성을 띠기 쉽다. 

 

4.3 칼라 시스템에 따른 분류 

칼라 시스템에 따른 분류는 감성 배색에서 얼마나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른 분류이다.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경우에는 색상 배색에 해당 되며, 

비슷하거나 같은 색상이 사용된 경우에는 톤 배색에 

해당된다.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216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4.3.1 색상 배색 

색상 배색은 다수의 색상들의 조합으로써, 다채로운 

색상을 조합한 배색 방법이다. 표 2 의 색상 배색의 첫 

번째 배색(a)는 RP 색상과 Y 색상, PB 색상의 서로 같은 

계열이 아닌 색상들이 사용되어 색상 배색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배색(b)는 G 색상과 Y 색상, R 색상의 서로 

같은 계열이 아닌 색상들이 사용되었으며, 채도가 높은 

V 톤과 B 톤이 사용되어 색상 배색에 해당된다. 색상 

배색은 채도가 높은 색상들의 조합의 경우에 보다 더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  

 

4.3.2 톤 배색 

톤 배색은 먼저 색상을 일치시킨 후, 톤의 변화를 

주어, 농담의 효과를 살린 배색 방법이다. 표 2 의 톤 

배색의 첫 번째 배색(a)는 Y 색상과 GY 색상의 서로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 사용하여 톤의 변화를 주어 톤 

배색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배색(b)는 같은 색상의 

PB 색상으로 통일 시켜 톤의 변화를 주어 톤 배색에 

해당된다. 특히나 무채색을 이용하는 경우에 톤 배색의 

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색상의 농담을 

변화를 줌으로써 리듬이나 밸런스의 효과를 낼 수 있다.  

  

4.4 색상 배색 테크닉 

그림 7 의 색상 배색 테크닉은 각각의 감성 군에 

대하여 색상 배색 테크닉의 경향성을 5 단계의 척도로 

나타내고 있다. 척도가 왼쪽에 가까우면, 왼쪽에 나타나 

있는 테크닉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중앙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비중이 동등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5. 색상 배색 테크닉을 이용한 배색 추출 

5.1 세부 감성 군의 분류 

고바야시의 936 개의 3 색 감성 배색을 좌표상에 

위치시켜 보면, 비슷한 경향성을 띠는 배색이 몇 가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바야시는 이러한 

유사성을 띠는 배색 군을 모아 기존의 15 개의 대표 

감성 군을 보다 세밀하게 35 가지의 감성 군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감성 군에 대하여 그림 6 의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과 그림 7 의 색상 배색 테크닉을 

분석하여 정의하였다[5]. 그림 6 의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은 각각의 감성 군에서 사용된 색상들을 색상 및 톤 

차트 130 에 표현한 것이다 

 

 

그림 6. 주로 사용 된 색상 및 톤 

(Pretty) 

 

 

그림 7. 색상 배색 테크닉(Pretty)  

 

5.2 새로운 감성 배색 추출 

새로운 3 색 감성 배색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3 색 

배색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추출한 배색들은 단순한 

색상 간의 조합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추출된 각각의 3 색 배색에 대하여, 색상 배색 

테크닉을 알고리즘화하여, 그림 7 과같이 총 4 가지의 

척도를 5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5 단계의 척도를 중앙에 위치시킨 후에 4 장에서 언급한 

색상 배색 테크닉에 따라 각 테크닉 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합산하였다. 먼저 3 가지 각각의 색의 색상 

차이를 비교하는데, 2.1 에서 언급된 먼셀의 색상환을 

기준으로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 차이가 1 인 경우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거리 차이가 최대치인 5 인 

경우를 보색으로 정의하였다. 톤의 경우에는 3 가지 

각각의 색의 톤을 분석하는데, V, S, B, Dp 순으로 

채도를 분석하였고, Vp, P, Lgr, L, Gr, Dl, Dk, Dgr 

순으로 명도를 분석하였다. 점수를 계산할 때는 3 가지 

색을 각각 분석하고 4 장의 색상 배색 테크닉에 따라 

서로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색상 배색은 각 색상의 

채도가 높은 경우와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가 2 이상인 

경우, 톤 배색은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가 1 이하인 경우 

높은 점수를 얻는다. 두드러짐은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 

차이가 많이 날 수록, 즉 거리 차이가 5 인 보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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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채도가 높은 경우, 통합적인은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 차이가 1 이하인 경우와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 세퍼레이션은 색상 간의 

명도 차이가 크면서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 차이가 

클수록, 그라데이션은 색상환 상에서의 거리와 명도와 

채도 차이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다. 이렇게 얻는 

점수를 이용하여 감성 군별로 고바야시가 미리 정의해 

놓은 색상 배색 테크닉의 척도와 비교하여, 5 단계로 

나누어진 파라미터 값이 일치하는 경우의 3 색 배색을 

새로 만든 3 색 감성 배색으로 정의하였다. 

 

5.3 실험 결과 

5.3.1 Pretty 

그림 6 에는 35 가지 감성 군 중 Pretty 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이 색상 및 톤 차트 130 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7 에는 Pretty 의 색상 배색 

테크닉의 경향성이 나타나 있다. Pretty 의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과 색상 배색 테크닉을 이용하여, 기존에 

정의된 22 개의 3 색 감성 배색 이외에도 80 가지의 

새로운 3 색 감성 배색이 추출되었다. 표 3 에는 Pretty 

감성 군의 기존 배색과 새로 추출된 감성 배색이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배색의 첫 번째 배색을 예로 

들자면, 색상 배색과 톤 배색의 관점으로 보면, 세 가지 

모두 다른 색상이 사용되었으나, R 과 Rp 는 같은 

계열의 색상이므로 완벽한 색상 배색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색상배색의 두 번째 척도에 위치한다. 

두드러짐과 통합적인의 관점으로 보면, R 의 반대 

색상인 G 를 사용하여 두드러짐을 표현하였으나, P 와 

Vp 톤의 밝은 계열의 톤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경향성 

또한 갖는다. 그러므로 중앙부 척도에 위치한다. 

세퍼레이션과 그라데이션의 관점으로 보면, 같은 

계열의 R 색상과 RP 색상 사이에 반대 색상인 G 색상을 

배치 시켜 세퍼레이션의 효과를 주지만 밝은 계열의 

톤을 사용하여 완벽한 세퍼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세퍼레이션의 두 번째 척도에 위치한다. 

 

 5.3.2 Energetic 

그림 8 에는 35 가지의 감성 군 중 Energetic 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을 색상 및 톤 차트 

130 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9 에는 Energetic 의 색상 

배색 테크닉의 경향성이 나타나 있다. Energetic 의 

주로 사용된 색상 및 톤과 색상 배색 테크닉을 이용하여, 

기존에 정의된 14 개의 3 색 감성 배색 이외에도 

71 개의 새로운 감성 배색이 추출되었다. 표 4 에는 

Energetic 감성 군의 기존 배색과 새로 추출된 감성 

배색이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배색의 첫 번째 배색을  

표 3. Pretty의 감성 배색 

Pretty 기존 배색 새로 만든 배색 

  

 

R/B         Y/Vp       B/P 

 

 

R/P         G/P       RP/Vp 

 

 

R/P          Y/P         B/P 

 

 

R/P      GY/P      BG/P 

 

 

 RP/B       Y/P          G/P 

 

 

YR/Vp     G/P       B/Vp 

 

 

  Y/B         RP/B        BG/B 

 

 

 Y/B        GY/P       B/Vp 

 

 

  RP/P       Y/Vp      BG/Lgr 

 

 

Y/Vp       G/P        RP/P 

 

 

RP/P        N1.5         Y/P 

 

 

YR/P        Y/P          N9.5 

…… …… 

22 개 배색 80 개 배색 

 

표 4. Energetic의 감성 배색 

Energetic 기존 배색 새로 만든 배색 

  

      

R/V        N9.5      PB/V  

 

 

R/S        G/V         PB/V  

 
 

    YR/V       N9.5      PB/V 

 

 

YR/V       G/V         N1.5 

 

   

    R/V        PB/Dp      Y/V 

 

 

    R/V        G/V         N9.5 

 

 

    R/V        PB/V         G/V 

 

 

   R/S         G/V         N1.5 

 

  

    R/V          Y/V        G/V 

 

 

  YR/B        PB/V       N1.5   

 

 

   R/V         YR/V       PB/V 

 

 

    Y/V         G/B       N1.5 

…… …… 

14 개 배색 71 개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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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로 사용 된 색상 및 톤 (Energetic) 

 

 

그림 9. 색상 배색 테크닉 

(Energetic) 

 

예로 들자면, 색상 배색과 톤 배색의 관점으로 보면, 

R 색상과 G 색상과 PB 색상의 서로 다른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톤 관점에서는 채도가 가장 높은 

V 톤과 S 톤이 사용되어 색상 배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색상 배색 첫 번째 척도에 위치한다. 

두드러짐과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면, G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 색상인 R 색상과 PB 색상이 

사용되었고 채도가 높은 V 톤과 S 톤이 사용되어 

두드러진 배색의 경향성을 띤다. 그러므로 두드러짐의 

첫 번째 척도에 위치한다. 세퍼레이션과 그라데이션 

관점으로 보면 채도가 높은 톤의 반대 색상들의 

조합으로 표현된 세퍼레이션 배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퍼레이션의 첫 번째 척도에 위치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우리는 색상 배색 테크닉을 이용하여 고바야시가 

제안한 936 가지의 3 색 감성 배색 이외에 새로운 

감성 배색을 제안하였다. 새로 추출된 3 색 배색을 

통하여 우리는 회화로부터 추출된 색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로 만들어진 

3 색 배색이 정확한 정서를 나타내는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알고리즘의 

정교화 또한 필요하다. 새로 추출한 감성 배색의 

좌표상의 정확한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면, Word 

Image Scale[1] 상의 형용사의 위치와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형용사로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Word Image Scale[1] 상의 각각의 형용사는 인접한 

형용사끼리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어의 

Semantic Network 와 같은 방법 등을 이용하면 

형용사와 형용사 사이에 새로운 형용사를 위치시킬 수 

있다. 새로운 형용사와 새로 추출한 3 색 배색을 

좌표상에 위치시킬 수 있다면, 기존에 고바야시가 

정의하지 않았던 감성 형용사에 대해서도 3 색 감성 

배색을 정의 할 수 있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으로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문화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참고 문헌 

1. Kobayashi, S. (1991). Color image scale. 

Kodansha Amer Incorporated. 

2. Shigenobu Kobayashi, 色 彩 基 礎 セ ミ ナー , 

Nippon Color & Design Institute 

3. Snider, J. G., & Osgood, C. E. (Eds.). (1969).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A 

sourcebook.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4. Kobayashi, Shigenobu. "Colorist." Japan: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98). 

5. 講談社, 資料種別, 圖書全體, 問題の指摘, & 利用

規約. 配色イメージワーク, 1995.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219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중고차 유통서비스 차량광고 등록 인터페이스 연구 
A Study on the Used Car Distribution Service  

Vehicle Advertising Registration Interface  

 

정 인 혜 

Inhye Jung 
SK 엔카 

SK encar.com 

Lhjung24@encar.com  

 

한 재 준  

Jaejun Han 
연세대학교 HCI Lab 

SK encar.com 

pink@encar.com 

 

전 수 진 

Soojin Ju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soojinjun@yonsei.ac.kr 

 
 

요약문 

 

  본 연구는 중고차 유통 서비스 국내, 해외 서비스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온라인 자동차 유통 

플랫폼에서 개인이 팔고자 하는 차량광고를 쉽게 

등록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 및 

서비스와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사용자의 차량광고 등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used car distribution service 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in search of 

improving and differentiating service and 

process that individuals can conveniently 

register and make vehicle advertisement on 

the online vehicle distribution platform.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it influences user’s 

vehicle advertisement registration process.  

 

주제어 

중고차 차량광고 등록 프로세스, 중고차 차량광고 

등록 인터페이스 개선, 자동차유통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선 

본문 

1-1. 연구배경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레몬 마켓이라고 불리던 중고차 시장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지도 높은 렌터카업체와 

대기업들의 중고차 유통시장 진출로 인해 중고 

자동차의 품질과 가격, 신뢰도 등이 제고되고 있어 

중고차 유통시장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카맥스, 국내 SK 엔카 등의 기업을 바탕으로  

중고차 매입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중고차 매입과 

허위가 아닌 신뢰에 있었다. 그러나 매입한 중고차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침식되며 단위당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비용과 보관비용 부담이 있다. 

이러한 중고차 매매 위험 요소를 대비하여 최근 

플랫폼 형태의 호주카세일즈 닷컴과 국내 

SK 엔카닷컴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_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SK 엔카닷컴은 판매자가 매물을 팔기 

위해 차량을 등록하고 더 잘팔기 위해 광고 상품을 

활용하게 하게 한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게 역활로 중고차를 사고 팔때 오프라인에서 차를 

구매하러 직접 발로 뛰어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 구매자의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판매자가 손쉽게 구매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판매자가 손쉽게 구매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을 찍고,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을 광고하는 과정을 가치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광고등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사용자 목적달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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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목적 

 

  국내 중고차 시장은 1970 년대부터 사작되어 

80 년대부터 신차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부터 

중고차를 공급받아 지금의 유통시장 형성에 일조를 

하였으며  중고차 매매시장 및 신차 영업소를 통한 

직접거래 형태로 중고차 유통시장이 형성되었다. 

(박진수, 2014)  최근  해외 카세일즈 닷컴과 국내 

SK 엔카 닷컴을 중심으로 중고차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 중고차 매매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던 방법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차를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소비를 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웹과 모바일상에 차를 판매하기 

위해 차량 등록과정을 거치는데 이 차량등록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사진으로 찍고, 차량정보 등록증의 정보를 웹이나 

모바일 등록란에 기입하고, 자동차 옵션 정보를 

체크한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을 업로드 하고, 차량광고 상품을 사용하여 

리스트에서 우대 등록하거나, 실시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핫마크를 통해 차량을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등록하는 등 광고 과정을 거친다.  이 

차량 등록과정은 사용자가 중고차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요 핵심기능이므로 사용자의 목적달성에 

집중되어야 하며,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행동패턴이 잘 고려되어야 하며, 등록과정의 경험에서 

어려움 보다는 즐거움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경험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차 유통 

시장 플랫폼 웹 서비스 중 핵심 기능인 차량 

등록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차량등록 경험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있다. 

 

 

2. 중고차유통시장과 차량광고 등록 서비스 

2-1. 중고차 시장의 변화와 흐름 

  최근 완성차의 품질향상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투자증권의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잇따른 자동차 경매장 사업진출과 중고차 매입 사업 

확대 등으로 중고차 유통 사업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면서 보다 투명한 거래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도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자동차 유통시장은 

향후 3 년간 연평균 9%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박진수(2014)에 따르면 국내의 

3~4 배 규모로 형성된 해외 중고차 시장은 시스템 

체계도 정착되어 고수익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도 400 만대 유통시장으로 도래되면서 

대기업에서도 중고차 유통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시장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1970 년대부터 사작되어 80 년대부터 신차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부터 중고차를 공급받아 지금의 

유통시장 형성에 일조를 하였으며  중고차 매매시장 

및 신차 영업소를 통한 직접거래 형태로 중고차 

유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형성에 따라 최근에는 

네이버 자동차, 다음자동차 등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동차 부문에 대한 인터넷 비지니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동차 유통시장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는 추세다. 

 

 

[표 1] 중고차 시장의 변화 

BS 투자증권 중고차 매매의 이해 참고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사용자가 아는 

지인을 통해 딜러를 소개받고 자동차 매입장에 

방문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는 유통구조로 비지니스 

모델이 중고차 매입에서 출발하고 인력을 이용하여 

구매와 판매가 진행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허위, 미끼, 시간소모, 보관비용 

등이 소모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매보증으로 중고차 시장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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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마켓, 정보의 비대칭성, 허위매물 등에 대한 

거래의 신뢰에 집중한  SK 엔카가 등장하게 되었다. 

SK 엔카의 등장으로 중고차 시장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인터넷보편화로 인해 

직접방문하지 않고 미리 중고차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SK 엔카는 온라인 

사업팀을 분리하고 이에따라 SK 엔카 닷컴으로 

새롭게 중고차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게 되었다.  

SK 엔카닷컴, 보배드림, 해외 카세일즈 닷컴은 플랫폼 

형식의 중고차 유통 광고로 판매자는 중고차에 대한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는 정보습득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중고차 광고등록 서비스 특성 및 시장현황 

  Kalman Gyimesi, Benjamin Stanley,2012 에 

따르면 중고차 유통시장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사업 모델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업환경에서 협업을 하여 새로운 수익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고객 접점은 

구매이력, 보증이력, 서비스 이력, 금융패키지 정도에 

그쳤지만,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고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이 많이 

생겨났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예로는 소셜 

네트워킹, 이메일,문자, 바이럴마케팅, 포털, 블로그 

커뮤니티, 이동성 서비스, 커넥티드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_ 

 

 

 

 

[그림1] 중고차 유통 플랫폼 구조 

자동차 포털사이트 비지니스모델비지니스모델 연구 참고 

 

 

  기업은 중고차 유통 플랫폼 구조는 중고 매물을 

보유한 개인 또는 딜러가 매물을  PC 나 모바일에 

업로드 하고 광고를 통해 매물을 홍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한다.  광고를 

등록한 판매자 딜러, 개인은 매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반대로 소비자가 되어 매물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고차 유통 비지니스 모델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고차 비지니스 모델을 수출, 

신차, 매매단지 시행, 할부금융 보험, 정비 ,폐차 

중고부춤, 광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BS 투자증권 

참고)  중고차 유통 플랫폼은 낙후되어 있는 중고차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플랫폼 비지니스의 특성상 재고 비용과 보관비용이 

필요 없어 마진율이 크다. 그리고 각종 수익장치 (문의 

회수, 데이터 판매, 광고)를 통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_ 본 논문에서는 중고차 유통 

플랫폼에서 중고차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모델에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광고비지니스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림2] 중고차 비지니스 분류 

BS투자증권 자료 참고 

2-3. 중고차 광고등록 서비스 이용과정 

  중고차 판매 전략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고객창출을 위한 두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온라인 광고, 둘째는 오프라인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평가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전체의 70%, 오프라인광고가 

30%로  온라인 광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중고차 유통 서비스에 차량광고를 등록하는 사용자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는 

사용자와 상사소속, 혹은 개인 소속 평균 10 대정도 

중고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딜러 사용자이다. 딜러는 

본인이 경매 또는 타 경로를 통해 얻어둔 중고차량을 

소비자에게 팔기위해 차량을 광고한다. 개인과 딜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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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매물을 광고하기위해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사용자 (개인/딜러) 차량광고 등록과정 

 

   

  개인은 본인의 차량을 주차장, 차고 등에서 사진을 

찍고 집으로 들어와 PC 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간단한 본인 정보를 입력한다. 그 후 

차량번호, 색상, 상태, 옵션 등을 체크하고 찍어놓은 

사진을 올린 후, 차량을 잘 팔기 위해 더 돋보이게, 

또는 강조하기 위한 이용권 결제, 우대등록, 사진우대, 

핫마크, 자동업데이트 등의 광고상품을 활용하여 

본인의 차를 소개하면 등록과정이 마무리 된다. 

딜러는 개인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은 차량정보 입력에서 본인 차량의 

세부모델, 옵션, 등에 대해 차량등록증이 없으면 차량 

정보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딜러는 

본인이 차를 매매할 때 부터 이미 그 차에대한 정보를 

인지해 두었기 때문에 차량정보 입력단계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 둘째로 이용권 결제에 있어서 

개인보다 광고상품 사용에 대한 니즈가 높았음을 볼 

수 있다. 

 

3. 중고차 광고 등록 인터페이스 

3-1. 중고차 광고등록 인터페이스 분석 

  중고차 유통 플랫폼 서비스는 판매자가 차량을 

광고하기 위해 보유차량의 사진을 찍고, 차량정보 및 

설명글을 입력하며, 광고 상품 결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반면 구매자는 더욱 

돋보이는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구매와 판매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타겟층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준으로 

3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호주의 카세일즈 닷컴과  

SK 엔카에서 최근 온라인 사업만 독립하여 나온 

SK 엔카닷컴, 커뮤니티 중심의 중고차 유통 플랫폼인 

보배드림이 있다. 호주 카세일즈 닷컴에서는 

차량광고를 등록하는 과정을 5 단계로 분류하여 

유동적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단계는 

첫단계 자동차 선택에서는 본인이 광고하고 싶은 

자동차의 이름과 연식 모델명을 쓰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능을 선택하고 세부사항을 추가하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옵션과 기능에 대해 

체크한다.  

 

          

[그림4] 카세일즈 닷컴 차량광고 등록 인터페이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진을 등록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정보에 대해 검토및 

체크가 진행된 후,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카세일즈 

닷컴의 장점은 첫째, 유동적 편리함을 제공한다. 

앞단계에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뒷단계부터 

진행이 가능하며, 마지막에 검토를 통해 틀린 부분을 

찾아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용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메뉴얼 

상단에 정보입력과 동시에 %를 입력하여 사용자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정보 그룹의 

간소화가 되었다는 점이다. 꼭 필요한 정보만 

노출하고, 자동입력은 그룹으로 묶는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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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SK엔카 닷컴 차량광고 등록 인터페이스 

 

  SK 엔카 닷컴에서는 차량광고를 등록하는 과정을 

6 단계로 분류하여 순차적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첫 단계에서는 판매자 정보를 

입력한다.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정보를 입력한다. 차량 정보에는 우선, 차량 

구분으로 국산차, 수입차, 화물 특장버스 중 한가지 

선택이며, 기존 정보로 차량번호, 차량명 구체적 

모델명까지 입력하며 연식과 형식연도, 변속기, 연료, 

배기량, 주행거리 색상을 입력한 후 실제 차량정보가 

맞는지 확인버튼을 눌린 후, 차량 옵션을 체크할 수 

있다. 사진 등록은 사진 추가 및 사진 간단한 편집 및 

보정, 한줄 문구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진이 등록된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이용권 결제를 

하는 단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광고하기 위한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량 

광고 등록이 완료된다. 

 

 

[그림6] 보배드림 차량광고 등록 인터페이스 

 

 보배드림에서는  차량광고를 등록하는 과정을 

1 단계로 한페이지에서 모두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차량광고 등록과정은 판매자 정보를 

쓰고, 차량 설명글을 입력한다. 최종적으로 

프리미엄광고를 선택한 후 프로세스 등록 과정이 

마무리되는 구조이다. 

 

 

3-2. 중고차 광고등록 서비스 인터페이스 비교분석 
및 개선안 제안 

 

  앞에서 대표적인 서비스 3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차량 광고 등록 과정 인터페이스 단계는 6~7 단계로 

비슷한 정보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인터페이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카세일즈 닷컴의 

경우는 유동적으로 페이지간의 이동이 가능한 6 단계 

인터페이스, SK 엔카 닷컴은 페이지간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순차적인 페이지 이동구조, 보배드림은 

한페이지에 차량 광고등록 프로세스 과정을 모두 담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HCI 개론 정보구조 

디자인에 따르면  한 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순차적 구조는 사용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모든 정보를 빼놓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점은 페이지 

수가 많아질 수록 순차적 방식은 사용자의 목적달성의 

집중도를 저해시킬 수도 있다. 차량광고 등록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쉽게 

이루어 져야 하며, 목적달성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순차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하되, 각 페이지 별 이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동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학습하기 

쉬우면서도 목적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인터페이스구조 특징 개선방안 

카세일즈 유동적 이동 가능 
유동적이어서 사용자 

목적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순차적 구조+ 유동적 

인터페이스 
 

학습하기 쉬우며, 

목적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필요 

SK엔카 단계별로 순차적 
사용자가 학습하기 

쉬우나 
목적달성 집중도가 

낮을 수 있음 

보배드림 하나에 페이지 
사용자 성향에 따라 

다르나 
혼란의 여지가 있음 

 

[표2] 중고차 광고등록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조 비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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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3-3. 중고차 광고등록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선안 

 

  SK 엔카는 사용자가 차량광고등록을 할 때 편리한 

환경에서 목적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위의 구조 비교 및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자동차 광고등록을 위해 첫 단계인 

차량정보 입력 인터페이스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부모델을 모를 경우 유동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입력시 인터렉션을 주어 사용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페이지 구성에 있어서는 

순차적 구조를 활용하지만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함으로서 사용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광고 

등록에서 중요한 부분인 차량광고 부분에서는 내가 

광고하려는 상품을 미리보기를 통해서 화면에 어떻게 

그려질지 미리 예측해 봄으로서 사용자가 광고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였다. 차량광고에서 

사진등록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다. 

차량을 광고하기 위한 편집툴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 편집방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평 끝 맞추기, 회전 툴 등을 활용하여 

딜러 및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7] SK엔카  차량광고등록 서비스 개선안 

 

 

[그림8] SK엔카  차량광고 사진등록 서비스 개선안 

 

결론 

 

  인터넷의 발달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게 됨에 따라 개인 사용자도 스스로 매물을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고차 유통 

시장에서는 플랫폼 형태의 중고차 온라인 마켓 형태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하게 시장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매입한 중고차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매입비용과 

보관비용의 부담이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카세일즈 닷컴과 국내  

SK 엔카 닷컴이 중고차 유통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매입 중심의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매물에 대한 신뢰가 

중요했다면,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매물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매물을 

쉽게 검색하고, 개인의 차를 쉽게 팔 수 있는 광고 

등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개인 

광고 등록 프로세스 과정에는 차량정보 입력, 

사진등록, 광고결제 과정에서 사용자가 목적달성에 

어려움 또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차량광고 등록 

프로세스에서 다섯가지의 문제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째, 차량광고 등록 프로세스에 

있어 첫화면의 정보가 모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적 이동의 불편을 

유동적 인터페이스로 전환하고 둘째, 사용자가 사진 

우대등록, 핫마크 등 광고상품을 돈을 지불하고 

적용하였으나 미리보기 결여로 인해 사용자 

목적달성이 저해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결제 

측면에서 미리보기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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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용자가 

광고등록에 있어 얼만큼 목적 달성을 했는가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방향성제시, 즉각체크, 최종검토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넷째, 자동차 

정보등록 과정에서 정확한 차량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용자 차량의 모델, 세부등급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임시 저장버튼이 아닌 자동 

저장버튼으로 사용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여 사용성 

편의를 돕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따라 차량광고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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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바일 미디어는 시공간성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LBS, GPS 는 물리적으로 길을 

찾는 과정없이도 공간을 경험하게 했으며, 하이퍼 

미디어를 통한 이동 또한 우리의 공간 인식을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모바일이 우리의 시간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모바일 미디어에서는  

‘과거’로의 접근과 현재성(Now-ness)을 강화시키는 

타임라인 양식이 지배적인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는 통용되는 양식이 없어, 모바일 캘린더는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은 

개인의 시간 주도권을 회복시켰고, 개인화된 시간을 

만든다. 그러나 이는 협업시, 개인화된 시간을 사회적 

시간과 동기화하거나 일정을 맞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시간에서 

사회적 시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모바일에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양식과 

일정의 사회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바일 

캘린더의 사용 행태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캘린더를 수집하여, 사람들의 일정 관리 및 

사회성 관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Mobile media brings about a great change to 

spatio-temporal. In the situation that LBS and 

GPS in Smartphone caused the change about 

our ‘spatial perception’, how did Smartphone 

cause ‘temporal perception’? In mobile media, 

the timeline style that  strengthens the approach 

to the past and ‘now-ness’ settled as a dominant 

interface type. However, since the interface that 

represents the unpredictable future does not 

have current form in mobile calendar, it could 

not help using traditional form until now. In the 

case of Smartphone, while it recovered the 

initiative for individual time management, it 

made people harder about synchronizing 

personalized and socializing time. So, mobile 

calendar needs an alternative that can increase 

socializing time. Thus, in this study, we will 

collect various occupied mobile calendars and 

derive the scheduling strategy, in order to seek 

the style that represents the future and how to 

manage the sociality of schedule.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모바일 미디어는 시공간성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은 크게는 

시공간에 대한 인식에서의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 

방식부터 우리 일상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8][9]  

 과거에는 건물이나 두드러진 물체들이 랜드마크가 

되어 공간을 인지하고 방향성을 판단하면서 길을 

찾아갔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LBS , GPS  등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센싱(Sensing)해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직접적으로 길을 찾는 과정 없이도 도착지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새롭게 이동하게 했다. 이와같이, 모바일 미디어로 

우리의 공간이 변화했다면, 과연 시간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시간을 표현하는 양식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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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은 좁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 구조(list structure)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좌우 또는 상하의 일차원적인 방향으로 

시각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3], 특히 

타임라인(timeline) 양식은 과거로의 접근에 지배적인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서의 기록은 과거의 

이벤트들을 누적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재현(2012)은 기록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포스트가 

‘나의 삶의 단편들’처럼 일상생활, 삶, 나아가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서비스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이콘이라고 했다.[2] 

  또한, ‘현재’로 재갱신되는 페이지 생성 양식은 

‘현재성(nowness)’을 강화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경우, 최신의 글이 가장 상단에 올라오면서 

이전 글은 밑으로 내려간다. 카카오톡과 같은 MIM 

에서는 거꾸로 최신의 글이 가장 하단에 나타나지만, 

미디어에 인터랙션하는 순간 갱신되어 현재의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와 현재는 리스트 구조의 인터페이스 형식과 

타임라인 양식이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지배적인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는 통용되는 양식이 없어, 

모바일 캘린더는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치 네비게이션의 TBT(Turn by turn) 와 

유사한 형식으로 다음에 할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할 일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표상하는 것은 불안하다. 다가올 미래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바일 미디어로 변화한 시간성의 또 다른 관점은,  

개인이 시간을 주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정에 

맞춰 일을 했지만, 지금은 개인에 맞춰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채널 편성표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되던 TV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이동중에도 메일 보내기 등의 업무도 

가능해졌으며, 시간 약속을 정하는 일 또한 간편해졌다. 

모바일이 개인화된 시간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협업으로 공동의 일정이 캘린더에 침투하면, 개인화된 

시간을 사회적 시간과 동기화하거나 일정을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캘린더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있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다. 생산성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Top5 안에 들고 있는 네이버 

캘린더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전체 이용자 수는 PC Web 에서의 

일정관리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도 약 16 배 정도 

많은 수치이며, (Rankey,  2014.10) 최근 한 달 이내 

어플리케이션 이용 빈도에 관한 조사 결과, 일정관리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은 12 년 대비, 13 년에 12%가 

증가했다. 이는 사람들이 디지털 디바이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정을 관리하는 데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린더는 여전히 일정들을 

관리하는데에 완벽하지 못하다. 일방적으로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킬러 어플리케이션도 없을 

뿐더러, 스마트폰 캘린더 외에도 To-do-list 

어플리케이션이나 메모장, 스케줄러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여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메모나 지도, 알람 등 추가적인 기능이 더해지고 

PC 와의 연동도 가능해지는 등 기능적인 개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관리하는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가? 사람들의 일정관리 행동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표준으로 롱 리스트(long 

list)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타임라인 등에 적용되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뷰로 사용되고 있고, 

캘린더의 daily/weekly view 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미래의 

일정을 계획하는 캘린더에, 다음의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리스트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캘린더에서  일정을 

관리하는 행태를 모바일 미디어가 가져다 준 시간성의 

변화의 측면에서 탐구함으로서, 새로운 현상을 

규명하고 향후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가져다주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캘린더 

및 일정관리를 위한 도구들에 기록한 일정의 유형과 

분류 기준을 캘린더의 내용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래의 일정관리 측면에서의 캘린더 

  기본적으로 캘린더는 미래의 일정을 관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캘린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은 미래를 기억하는 특징에 있기 때문이다. [10] 

이는 미래에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한 기억, 즉 

미래계획기억에 기반한 것으로, 다양한 미래의 행동과 

일상에 대한 계획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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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4].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자극이 필요하며[13], 이러한 외부 

자극 장치로서 캘린더가 작용하는 것이다.  

HCI 분야에서 미래의 일정관리 측면에서의 캘린더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사람들의 캘린더 

사용 행태 분석은 아날로그 캘린더부터 디지털 

캘린더까지, 계획하는 일정과 관리 습관에 대한 행동 

연구, 그리고 개인용, 가족용 캘린더 등 목적에 따른 

행태 분석으로 다양하게 행해졌다. [10][14] 

2.2 모바일 미디어 시간 양식 

2.2.1 시간을 나타내는 양식 

  먼저, 과거의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시각정보를 

배열하는 방식인 리스트 구조에서 지각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정보구조는 대체로 

시간을 축으로 정보들이 길게 연결된 리스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미디어의 시간성을 

리스트 구조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리스트 구조 개념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리스트 구조는 일련의 정보들이 한 방향(대체로 수직 

방향)으로 나열되어 구성된 형태로써, 가로 혹은 세로로 

배열된 항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접근, 

사용된다. 리스트형 구조에서 목표 메뉴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 일차원적인 방향으로 시각적 탐색을 

하여야 하며, 일렬로 나열된 항목들의 행동 

유동성(affordance)에 따라 순차적인 탐색을 하게 된다. 

격자형(grid) 구조는 가로 세로의 이차원 배열 안에 

위치한 정보들이 “빠르고 방대하게(fast and vast)” 

접근, 사용될 수 있다. 즉, 사용자들로 하여금 

선택가능한 정보들에 대한 전체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 위한 동작이 적게 요구되고, 

빠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12]. 

 Hong(2004) 등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상품의 

나열 방식과 정보 제시 행태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 탐색 

시간, 제품 이미지 회상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였다[7]. 그 결과 상품이 

리스트형으로 주어진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품 이미지 회상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리스트형 구조는 정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기억 속에 

유지하고 있는 파지(retention)가 강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를 예로 들어보자. 

아래에서 위로,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가는 시간축에서 

정보가 나열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이는 정보들은 

스크롤링(scrolling)으로 과거와 현재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어, 과거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retention 을 강화시켰다. 즉, 모바일 미디어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여 보여주는 라이프로그 장치와 유사하게 

모든 정보들에 대한 기록을 누적해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SNS, MIM(Mobile Instant Message) 등에서 

표상되는 시간은 현재성(Now-ness)이 강화되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그 때’의 순간에 따라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이 갱신된다. ‘지금’, ‘그 

때’가 지난 글들은 과거로 누적된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생산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때’는 달라지게 

된다. 각자의 개인화된 시간에 인터랙션함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지금’ 업데이트된 글이 다른사람에게는 

5 분 전, 1 시간 전의 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는 개인화된 시간이 존재하고, 

‘현재성(Now-ness)’이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래는 어떠한가? 네비게이션의 TBT(Turn 

by turn)의 경우, 리스트 형식으로 다음에 올 

이벤트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형식이 

예측불가능한 미래의 일정들을 관리하는 캘린더에도 

적용되기는 힘들며, 최근에 관련 연구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BB Bederson(2004)은 모바일에서의 

복잡한 일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했다. 모바일의 공간적 제약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뷰 안에 뷰가 들어가있는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 것이다[5]. 뿐만 아니라, 

Buzzo(2015)는 캘린더는 시공간적 표현이 문맥상의 

정보 관계성이 떨어진다고하여, 3 차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각화 방식을 제안했다[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캘린더의 정보를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시각적으로 새롭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쳤다. 또한, 

미래를 표현하는 시간 양식에 대한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용자 중심에서의 행동 패턴 분석을 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연구에 실험적연구가 될 것이다. 

2.2.1 사회적 시간에서의 일정관리 

  사회적 시간(Social time)이란 집단 생활이나 

사회조직에서 생활하면서 생성되는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 시간이다. Roy(1959)는 하루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식품을 중심으로 커피타임(coffee time), 복숭아 

타임(peach time), 바나나 타임(banana time), 

생선타임(fish time), 코카콜라 타임(coke time), 

점심(lunch time) 등으로 구분한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시간은 시계 

시간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족, 

학교, 종교 조직 등 모든 제도 혹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시간적 활용가능성이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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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미디어는 개인의 시간 주도권 회복에 기여했다. 

미디어와 사용자가 밀착하여 이동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미디어-개인간의 시간이 동기화되고 외부 환경과 

미디어는 비동기화 된다. 이는 과거에는 모두가 같은 

일정에 맞춰 일을 하며 생활 패턴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집합적 시간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24 시간 활용 가능한 미디어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이 갖는 

시간의 주도권은 협업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시간과 동기화하거나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시간에서 

사회적 시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모바일로 변화된 사람들의 시간성 및 

사용자의 일정관리 도구 활용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새로운 스마트폰 캘린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를 계획한다. 따라서, 

모바일 미디어로 달라진 현대인들의 시간성을 반영한 

인터페이스 양식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캘린더와 그외 일정관리 도구(to-do- 

             list)를 이용한 미래의 일정관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캘린더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정을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일정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문제다. 향후 모바일 미디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인터페이스 양식을 설계하고 캘린더에 

적용하는데에 기초가 될 것이다.  

연구문제 2. 캘린더와 그외 일정관리 도구(to-do- 

      list)를 이용한 협업에서의 일정관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 에서 도출한 관리 

전략들이 협업시에서는 어떻게 행해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5~35 세 총 10 명(남자 3 명, 여자 7 명)을 

대상으로 일정관리 도구를 수집하였다. 25~35 세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 연구[1]에 의하면 

25~35 세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일정관리의 새로운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캘린더를 6 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수집한 일정관리 

도구는 모바일 캘린더를 중심으로 모으되, 캘린더 외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함께 수집했다 

[그림 1]. 단, 개인의 일정이나 계획은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의 일정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수집 후, 일정관리 전략 도출을 위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수집한 일정관리 도구의 예 

 

4. 연구결과 

4.1 다양한 도구에 분산하여 기록 

  실험을 위해 피실험자에게 미래의 ‘일정 관리’를 위해 

사용중인 모든 도구들을 캡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피험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 

캘린더 뿐 아니라, 따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외 일정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도구들을 캡쳐해 전달했다 [표 1].  그 결과, 스마트폰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는 피험자는 100%로 10 명 모두 

주요 일정관리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캘린더를 사용하면서 보조의 다른 일정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90.9%였다. 보조도구 사용 

비율은 아날로그 형식의 포스트잇이 가장 많았으며, 

수첩으로 된 메모장을 쓰는 사람들은  to-do-list 를 

기입하여 날마다 일정을 관리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이 아닌,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사용하는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wunderlist, 어썸노트, 

에버노트 등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한 사람당 사용 

중인 일정관리 도구는 평균 2.5 개로 같은 일정이라도 

다양한 도구에 분산하여 기록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일정관리 도구 사용 특성 

 웹기반 
스마트폰 

아날로그 
 내장 앱  설치앱  

P01 O O -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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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 O     - 포스트잇 

P03 - O 에버노트 메모장 

P04 - O - - 

P05 O O Wunderlist 포스트잇 

P06 O O - 메모장 

P07 - O Awsomenote - 

P08 O O - 메모장 

P09 - O 에버노트 - 

P10 O O - 
메모장, 

포스트잇 

 
4.2 캘린더와 그 외 일정관리 도구에서의 상이한 
일정관리  

 사람들이 일정관리 도구에 계획하는 일정은 크게 

4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분류의 기준은 생활 시간 

활동의 범주(2014 통계청)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일, 학습,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의 

범주에서 나온 계획된 일정들이 전체 일정 중 93%를 

차지해 4 가지 범주내의 일정 관리가 유의미한 범주라고 

보았다.  

 각각의 항목은 [표 2]의 예시와 같이 세부활동으로 다시 

나눠질 수 있다. 한 사람 당 기록하는 일정의 개수는 

하루 평균 모바일 캘린더에서는 0.9 개, 보조로 

사용하는 도구들에서는 평균 3.1 개를 기록하여 

보조도구에 약 2.2 개 더 많은 기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과 학습에 관한 기록 비율은 74%로 

가정관리와 교제 및 여가 부분이 26%인데 반해 높은 

수치를 기록해 대부분의 일정관리가 일과 학습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록하는 일정들의 특징  

 
4.3 모바일 캘린더에서 사회적 일정 배치 기준 

 사람들은 아날로그 도구에서보다는 모바일 캘린더에 

일정을 기록할 때, 자신만의 일정 배치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일정을 구분했다. 캘린더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정의 색상별 구분하기, 스티커 붙이기, 그룹 나누기 

등의 기능을 사용해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각자의 규칙을 부여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류의 기준은 [표 3] 과 같이 크게 

4 가지로 나뉜다. 피험자 10 명 중 7 명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로 일정을 그룹핑하여 분류하는 행태를 보여, 

사용자들은 일정을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관리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 사람당 

하나의 분류 기준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적/공적인 일로 크게 일정을 분류하고, 그 안에서 

주기성에 따라 다시 일정을 쪼개어 분류하는 특징을 

보였다. 시간성에 공간성으로 크게 분류해, 시간성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일과 일회적인 약속, 공간성으로는 

일상적인 공간과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정으로 구분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3. 모바일 캘린더에서의 일정 배치 기준 

분류의 기준 항목 내용 예시 

사적 / 공적 

사적 

관계성 

사적 / 공적 

사적 

사적인 모든 일 

공적 
프로젝트 별 

공적인 모든 일 

주기성 
반복성 Long/short term 

일회성 moment 

공간성 
일상의 범주 일상적인 공간 

일상의 범주 밖 비일상적인 공간 

중요성 데드라인 - 

 

4. 결론 및 향후 계획 

  다양한 모바일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일정관리 도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분류   세부 활동 

기록 예시 
비

율       캘린더 
보조도구 

(to-do- list) 
 

일 

프로젝트 

미팅 
PHR_내부회의 문서화작업하기(~월) 

74

% 

프로젝트 

진행 

파일럿 

인터뷰@분당 
Revision –수 아침 

공식 일정 회식@강남  

학습 

개인의 학습 영어 공부 칸 아카데미 동영상 

학교 과제 융개론 팀 모임 
주제 생각해서 구글 

닥에 공유 

가정 

관리 

음식 준비 마트가기 물, 영수증 챙기기 

  26 

  % 

차량 관리 운전면허갱신 주민등록증 챙기기 

교제 

및 

여가 

개인의 약속 강남 스벅 w/00  

취미생활 꽃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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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미래 일정 성격에 따라, 혹은 

일정 배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캘린더를 선택해 

사용한다. 미래의 일정을 관리하고, 특히 협업하는 일과 

개인의 일을 구분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공동의 일정과 개인의 일정 

구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해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일정과 개인의 일정 간의 분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미래의 

일정을 관리할 때 공동의 일정과 개인의 일정을 

구분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소셜한 캘린더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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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통 가옥 중에서 특히 충

청도 가옥을 중심으로 동선을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도 지방은 문화적으로도 경기도 지방과 더불

어 기호 지방으로 경상도 지방과 구분되는 특성

을 가지면서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연구된 바가 적

다.  

가옥은 사회의 가장 작은 소통의 단위인 가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옥의 구조를 통해서 특정 사

회의 계급이나 성별에 따른 소통 구조를 알 수 

있다. 가옥 동선 연구는 가옥의 평면도를 통해서 

가옥 내부의 소통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가

옥을 대상으로도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

히 전통가옥은 사랑채, 안채, 행랑채라는 건물의 

구분을 통해 성별과 신분의 구분이 외형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물 간의 동선 구조를 

통해 소통 양상을 살펴보기 용이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통 가옥을 동선 이론에 따

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안마당이 

소통의 외형적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안마당은 순환형, 

안채 교차형, 사랑채 교차형 등 크게 세 가지 형

태로 분류된다. 이 중 순환형은 가옥의 크기와 밀

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채 교차

형과 사랑채 교차형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으로

써 안마당이 안채뿐 아니라 사랑채와도 신분제도

에 따른 사회문화적 소통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을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sociocultural 

meanings of the flow of human traffic in  

Korean traditional house, especially in 

Chungcheong-do area. The region, as well as 

Gyeongi-do, has distinct features compared 

to other areas in Korea, such as Gyeongsang-

do.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nvesti-

gations on that area,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studies in depth about the houses 

of Chungcheong-do in this point view. 

Houses are representing family’s thought of 

the inhabitants whose ideologies belong to 

the society where they live. House is the 

smallest communicative unit in a society. 

Discussion of houses can tell us the class 

system and gender gap of the society. Flow 

theory in houses can be used to see 

communicative structure in houses. The 

theory is useful to find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of the Eastern traditional 

houses, because they have distinct space for 

men (Sarangchae), women (Anchae), and 

servants (Hangrangchae). 

In conclusion, the traditional houses of the 

region made Anmadang as the sociocultural 

center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of the families. These anmadangs 

are divided into 3 types; circulation, Anchae-

centered, and Sarangchae-centered. Cir-

culation type is common in large size of 

houses. The Anchae-centered and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23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Sarangchae-centered houses have almost 

equivalent percentage of category, which 

means anmadangs have close socioculutral 

comunicative raltionship with Sarangchae, 

and Anchae according to the status system of 

that period. 

주제어 

소통 구조, 동선 이론, 충청도 가옥 

Key words 

Communicative structure, theory of the flow 

of human traffic, traditional houses in 

Chungcheong-do. 

 

1. 서론  

1.1. 연구 배경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대개 소통이라

는 번역어로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주된 화두

가 되고 있다. 소통에 관한 연구는 각기 다른 입

장과 계층을 가진 인간 집단이 교류하는 방식이

나 소통하면서 나타나는 양상등을 다루고 있다.  

공간 형태 역시 인간의 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알려져있다. 공간적 거리와 연결 상태에 따라

서 달라지는 동선의 길이는 소통의 빈도나 밀도

를 제한한다. 거시적인 사례로 19세기에 등장한 

철도는 공간상의 연결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

였으며 이에 따라 철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비

대칭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건축 공간 내에서도 

주로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관람자들이 최대한 

작품에 잘 접근할 수 있게 동선을 설계하고 있다.  

일반 주거 내에서도 이와 같이 동선의 형태나 길

이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다. 1980년대 힐리어

가 창안한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특히 연

결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각기 방으로 나누어진 

공간 사이에 문이나 통로가 배치되어있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구조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표

현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의 전통 가옥의 동

선을 분석하여 한옥에 거주하는 거주 계층간의 

상호 소통 관계를 보고자 한다. 우선 공간 구문론

을 활용해 전통 가옥의 연결 상태를 보고 가옥의 

중심지를 설정하고자 한다. 대개 한국 전통 가옥

의 중심지는 안마당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연결 

상태 역시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쨰로 전통 가옥의 중심지를 동선의 교차점

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 가옥은 주

로 안채와 사랑채로 성별 대립을 보여주며, 행랑

채라는 별개의 채를 통해 신분의 대립을 보여준

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 사이의 교차점은 연결 

상태상 중심지에 나타날 것이므로 교차점의 분포

를 통해 중심지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국 전통 사회에서의 신분, 성별에 따른 소통의 위

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기존 연구  

1.2.1. 지역별 가옥 유형 분석   

전통 한옥은 지리적 특성과 당대의 이념을 반영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송현

석(호남지역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은 호남 지역 가옥 48채를 중심으로 

채의 배치 형태, 대청의 칸수, 툇마루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호남 지역의 경우 남북의 차이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였다.  

한편 충청도 지역은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과 

아울러 이르는 중부권 가옥으로서 해당 지역의 

가옥들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조성기(한국 중부

형 민가의 폐쇄형 변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

부형 가옥은 주로 ㄱ자 형의 안채와 함께 전체적

으로는 튼 ㅁ자 형의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왕기에서 충청도 가옥이 지금까지 연구된 영남 

지역과는 다른 가옥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영남 지역과는 

달리 ㅁ자형 구조가 더 적게 나타나며, 비교적 넓

은 안마당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유미는 안동 상류 안채 구성을 민가형과 경기

형 가옥으로 분류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민가

형 가옥이 많아짐을 지적하였다. 그와 동시에 사

회를 겪던 시기 다시 민가형 가옥이 많아진 것을 

결부하여 당대 안동 지역에 유입된 사림 세력과 

민가형 가옥 사이의 연관 관계를 유추하였다.  

1.2.2 공간구문론을 통한 한옥의 변화 

가옥의 구조를 점과 선의 그래프를 통해 해석하

는 공간 구문론을 한옥에도 적용하는 사례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이주옥은 공간 심도라는 개념

을 통해서 개량된 한옥이 기존의 한옥에 비해서 

부엌의 개방성이 커졌으며, 반대로 마당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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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으로 변모했음을 보였다.  

한편 j-graph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ERAM 분

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ERAM은 인접행렬을 이용한 분석 방법 중 하나

로, 인접행렬에서 특히 고유 벡터를 이용해 공간

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해당 연구 방법은 

김찬주에서 짧게 소개되었으며 최재필에서 본격

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2. 연구 대상 

1. 지역: 충청도 

2. 문화재 종목 :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시도민

속문화재 

3. 건립 연대: 조선 후기(병자호란 이후~1910년) 

대상주거   

홍성 김우열가옥 서천 이하복가옥 

홍성 전용일가옥  홍성 사운고택 

아산 윤일선가옥 아산 건재고택 

아산 윤제형가옥 논산 백일헌고택 

아산 윤보선가옥 예산 수당고택 

아산 윤승구가옥 청원 이항희가옥 

청양 윤남석가옥 중원 윤민걸가옥 

아산 김효직가옥 제천 박도수가옥 

괴산 홍범식고가 보은 최태하가옥 

괴산 김기응가옥 예산 정동호가옥 

논산 윤증고택 서산 김동진가옥 

부여 민칠식가옥 청양 임동일가옥 

부여 정계채가옥 영동 소석고택 

아산 성준경가옥 아산외암리참판댁 

표 1. 충청도 조선 후기 고택 

충청도 고택은 여타 지방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기존에 연구된 바가 적다. 예로

부터 충청도는 경기도와 함께 기호 지방으로 분

류되어 영남 지방과 대조되는 학풍을 보여왔다. 

이유미에서 사림과 훈구라는 부류에 따라 가옥의 

양식이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기호 지방 역시 영

남 지방과는 다른 가옥 양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

다. 한편 기호 지방 내에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분

류되는 경기 지방과는 구별되었다. 충청도 지방은 

조선시대 당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삼남 지방의 일부로 외부인의 유입이 적으며 풍

부한 농경지대를 배후로 두고 있었다. 또한 충청

도 지방은 1909년 일제가 시행한 민적법에 따르

면 양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였다. 

최근의 연구로 가옥의 분류작업이 시작된 영남 

지방과는 달리 충청도 지방의 가옥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옥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남 가옥과 함께 한옥의 큰 두 갈래를 이루고 

있는 충청도 가옥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사 충청도 가옥이 영남 가옥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해도, 충청도 지역이 한옥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아있는 가옥의 한계로 대부분의 가옥들은 

민가보다는 반가에 치우쳐져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전통 가옥에서 추구했던 이상적인 가옥의 형

태로부터 소통의 구조를 찾는 것이 목표이므로 

지리적,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반가를 중심으

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 방법  

3.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은 그래프 이론을 가옥 구조에 적용한 

것으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값들 중 가옥

을 분석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한 이론이다. 

그래프는 인접행렬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

할 수 있다. 인접행렬의 거듭제곱들을 통해서 각

각의 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있는지 연결 상

태를 분석할 수 있다. 공간 심도는 그것을 방 전

체의 개수에 따른 보정치를 곱한 값이다. 방이 많

을수록 평균적으로 방과 방 사이의 거리가 멀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옥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의 방은 

점으로, 그리고 그 방들을 잇는 문들은 선으로 나

타내었다. 창문은 특별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한

옥의 경우 창과 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데, 문턱이 높더라도 섬돌이나 마루 등이 깔려있

어 바깥으로 나가기 용이하게 장치되어있을 경우 

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한옥 내부의 방들은 대

체로 문을 통해 연결된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해당 문을 어느 정도 빈도로 열었는가와는 무관

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단, 움직

이기 곤란한 가구등이 배치된 경우에는 단절된 

것으로 보았다.  

3.2. 동선 이론   

보조적인 연구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서 거리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 가옥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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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와 방들의 배치를 보고 가옥 구성원들의 

이동 경로를 유추하는 방법은 이금진과 문경준에

서 사용된 바 있다.  

평면도만을 통해서는 각 방과 방의 연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과 방의 연결 관계

를 선의 가중치로 표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며 자

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평면도의 창과 문의 배치를 확인하여 사랑채, 안

채, 행랑채 사이의 이동 경로를 평면도에 표시하

고 이들의 교차점의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해볼 수 있다. 이를 공간 구문론과 연계해보았

을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가옥 내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공간이 있다

면, 그곳이 소통의 중심지로서 동선의 교차점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윤승구 가옥 동선  

위의 그림은 윤승구 가옥의 평면도에 채 간 동선

을 표시한 것이다. 적색 선은 행랑채에서 다른 장

소로 이동했을 때의 동선이며, 청색 선은 안채에

서, 녹색 선은 사랑채에서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채에서 최단 경로를 찾아 평면도

에 표시하였다.  

채별로 여러 방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채에서 채로 향하는 동선을 그릴 때 방과 방 사

이의 동선을 모두 표시하였다. 이 때 방 내부에서

는 방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최

단 거리로 지나가되 창과 문을 통과할 때는 문에 

직교하여 지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동선 사이에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되는 

두 채 이외의 건물이 놓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마당의 중심성 검증  

그래프로 만든 한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 

Matlab을 사용하였다. Matlab에서 그래프를 그

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연결 행렬로 만들 필요

가 있다. 연결행렬은 nXn 행렬(n=공간의 총 개

수)로 정의되며 공간 i와 공간 j가 연결되어 있을 

때 Aij=1으로 대입한다.   

 

그림 2.  윤증 고택의 평면도 

해당 그래프의 공간 심도를 계산하기 위해 방과 

방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식을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결 행렬 A에서 i와 j가 최소 n개의 

verteces로 이어져있을 때, 해당 n은 𝐴𝐴𝑛𝑛𝑖𝑖𝑖𝑖 ≠ 0을 

만족하는 최소의 수라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행렬

의 거듭제곱을 통해서 i와 j의 최소 거리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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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윤증 고택의 연결 행렬 

공간구문론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중심인 부분은 

심도가 깊게 나타난다. 우선 J-graph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 가옥에 대해서 공간 심도

를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18 가옥 가운데 10 가

옥의 중심지가 안마당으로 확인되어, 전통 가옥의 

중심지가 안마당이라는 통념을 검증할 수 있었다.   

대상주거  최대공간심도  최소공간심도 

홍성 김우열가옥 안마당 대문 

홍성 전용일가옥  중간 문  광채 

아산 윤일선가옥 사랑채 부엌 행랑채 

아산 윤제형가옥 안마당 대문 

아산 윤보선가옥 안마당 사당 

아산 윤승구가옥 안마당 행랑채 

청양 윤남석가옥 안채 안방 바깥사랑채 

아산 김효직가옥 안마당 대문 

괴산 홍범식고가 사랑마당 행랑채 

괴산 김기응가옥 안마당 행랑채 

논산 윤증고택 안마당 광채 

부여 민칠식가옥 안마당  행랑채 

아산 성준경가옥 사랑마당 행랑채 

아산 외암리참판댁 안마당 광채 

서천 이하복가옥 안마당 사랑채 

홍성 사운고택 안마당 사당 

아산 건재고택 중간 문 행랑채 

논산 백일헌고택 사랑마당 행랑채 

표 2. 최대 공간심도와 최소 공간심도 

한편 행랑채는 18 가옥 중 8가옥에서 공간 심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인의 역할상 집

안 곳곳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잘 

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마당의 동선 교차점  

  

그림 4. 교차형 동선과 순환형 동선 

공간구문론을 통하여 전통 가옥의 구조적 중심이 

안마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동선이론을 

적용하면 교차형과 순환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차형 동선에서 안채, 사랑채, 행랑채의 동선이 

안마당에서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순환

형 동선의 경우, 비록 안마당이 가옥의 중심에 위

치해있기는 하나 안마당의 서로 다른 부분이 채 

간의 동선을 구성해 서로 만나지 않는 양상을 보

인다.  

교차형 동선의 경우 동선의 교차점의 분포에 따

라 안마당을 안채 중심형, 사랑채 중심형, 행랑채 

중심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행랑채 중심

형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주로 안채 중심형과 사

랑채 중심형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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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채 중심형 교차(위)와 사랑채 중심형 

교차(아래)의 예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8 가옥들을 순환형, 안채 

교차형, 사랑채 교차형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주거  구성 대상주거 구성 

홍성 김우열가옥 사랑 서천 이하복가옥 안 

홍성 전용일가옥  사랑 홍성 사운고택  

아산 윤일선가옥 안 아산 건재고택  

아산 윤제형가옥 안 괴산 김기응가옥 사랑 

아산 윤보선가옥 순환 논산 윤증고택 순환 

아산 윤승구가옥 순환 부여 민칠식가옥 안 

청양 윤남석가옥 안 아산 성준경가옥 안 

아산 김효직가옥 안 아산외암리참판댁 사랑 

괴산 홍범식고가 순환 논산 백일헌고택 사랑 

표 3. 충청도 전통 가옥의 안마당의 유형 

4.2.1. 가옥의 넓이와 교차점  

교차점이 발생하지 않는 순환형 구조는 윤승구 

가옥, 윤보선 가옥과 같은 3채 이상의 채를 가진 

대형 가옥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졌다. 안

마당의 공간이 넓어진 만큼 채 간별 동선도 안마

당의 서로 다른 공간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4.2.2. 안채 중심형과 사랑채 중심형의 분포  

조사 가옥 중 순환형인 세 가옥을 제외한 13개 

가옥 중 안채 중심형 안마당이 7개 가옥, 사랑채 

중심형 안마당이 6개 가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안채 중심형 안마당이 약간 더 많기는 하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조

사 대상의 가옥 가운데에서 사랑채 중심형과 안

채 중심형은 거의 동등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 가옥에서의 동선 교차점의 

양상을 통해 사랑채, 안채, 행랑채 간의 연결 관

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가옥의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공간구문론의 공간 심도를 

구해본 결과 안마당이 가옥의 중심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통 가옥의 중심이 

안마당이라는 통념에도 부합하였다. 아울러 행랑

채가 동선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  

안마당을 순환형, 사랑채 중심형, 안채 중심형으

로 분류한 결과 순환형은 가옥의 구성 건물이 많

은 가옥에서 주로 나타났다. 해당 가옥들은 안마

당 역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사랑채-안채, 

안채-행랑채, 행랑채-사랑채의 동선이 차지하는 

안마당의 부분이 각기 달라 서로 교차하지 않았

다. 이는 가옥이 넓어질수록 계급, 성별의 분리가 

확고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순환형 다섯 가구를 제외한 13 가옥 가운데에서 

사랑채 중심형 안마당과 안채 중심형 안마당은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안마당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채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

졌으나 이 결과를 통해서 안마당이 사랑채와도 

큰 연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랑채

를 중심으로 하는 안마당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랑채는 소통의 중심지로 기능하지 않았

음을 공간 심도 개념과 아울러 재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안마당은 공간 심도라는 수치 데이터

를 통해 전통 가옥의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한편, 안마당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양상은 

동선 교차점의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안마당의 세 가

지 분류에 따라 실제로 안마당이 다른 역할을 수

행하는지 살펴봄으로서 안마당의 역할을 더욱 세

밀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가옥의 구조를 수치와 도표로 분석하

는 기법을 통해 각양각색의 전통 가옥을 일괄적

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 가옥이

라는 문화 요소를 디지털화하여 HCI 데이터베이

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전통 가옥 내에서 이루

어지는 구성원 사이의 소통 구조를 표면화한다면 

전통 가옥의 소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주로 쓰이는 동선의 위치를 통해서 전

통 가옥 내에서 구성원들의 생활상을 유추하거나 

해당 가옥에서의 성별, 신분별 권력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성별, 신분 구분이 명확한 전통 가옥에서의 

동선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구분이 보다 

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주택 공간에 대해 

본 논문의 동선 이론을 응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해볼 

수 있다.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전라도, 경

상도 등 다른 지역의 가옥에 대해서도 안마당을 

분류하여 그 분포를 확인한다면 한반도 남부 지

역을 총괄한 안마당의 분포 비율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며, 지리적 요건에 따른 형태의 차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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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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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 

모델하우스 평가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주요 감성 변수로 고급감을 

선정하였고, 아파트의 공간들 중에 가장 넓은 거실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6 개의 거실과 각각의 거실을 

구성하는 9 개의 세부 요소들의 고급감을 평가 하였다. 

T-test 를 통해 각각의 거실의 고급감이 두 실험 환경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했고, 회귀분석을 

통해 거실의 고급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들을 도

출하고 비교 분석 하였다. 실험 결과, 6 개의 거실 중 

4 개의 거실에서는 두 실험 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명과 천장몰딩은 두 실험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거실 고급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부요소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세부요소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의 모델하우스에서의 거실 고급감에 대한 평가

를 통해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 대한 평가가 실제 모델

하우스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

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real model house and web 

based model house for evaluating model house. 

The evaluation was implemented for living 

room which has the biggest space in 

apartment. 6 living rooms and 9 elements 

contained in each living room were evaluated 

for the affective attribute, luxury. Through T-

test, we could examine that there were some 

ca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evaluations. Also we figured out 

elements that influence luxurious of living 

room by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more 

samp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evaluations. Moreover, light and ceiling 

molding equally affected luxurious of living 

room in real model house and web based 

model house, but the other elements affected 

differently. From this paper, we could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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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web based model house evaluation 

could replace real model house evaluation or 

could not. 

주제어  

감성품질, 가상현실, 모델하우스, 웹 기반 모델하우스  

본문 

가상현실은 사용자에게 현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효

과를 주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없애고 실시간 상

호작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게임, 의료분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을 다양하게 사

용하고 있다(Rizzo & Buckwalter, 1997). 

웹 기반의 모델하우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

다. 웹 모델하우스와 실제 모델하우스는 새로이 만들

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구매자에게 보여주는 전

시장이다. 이 전시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

고 구매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 기반 모델하우

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서정훈&김용성, 2000). 

대부분의 웹 기반 모델하우스는 PC 기반의 모델하우

스로 비몰입형 VR(Virtual Reality)으로 분류된다. 비 

몰입형 VR 은 몰입형 VR 에 비해서 실재감은 떨어지

지만 대중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창선&이

재환, 2007).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기

반 모델하우스는 파노라마 형식의 VR 이다. 파노라마 

VR 은 실제 공간의 사진을 겹쳐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웹에 공간을 구축한 것이다(류인영, 2009).   

웹 기반 모델하우스는 실제 모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건축되는 아파트와 같

은 크기와 형태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간과 비용

이 낭비된다. 또한 분양이 끝나면 없어지는 일회성 가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철거시의 폐기물도 문제가 

된다(하지민,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웹 기반 모델하

우스는 공급자의 비용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비용 또한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많은 구매자들의 구매

형태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

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점도 웹 기반 모델하우스의 장

점이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수용 가능한 인원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제약이 있지만 웹 기반에서는 상호소

통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학

규, 2010).  서정훈&김용성(2000)은 구매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위해 획일화된 정보전달이 아닌 쌍방향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모델하우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도 하였다. 우성호(2005)는 사용자들의 취향과 선호

를 바탕으로 아파트 공간 설계를 제안하고 그 설계안

을 반영한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참가형 모델하우스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웹 기반 모델하우스와 실제 모델하우스는 현

실감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웹 기반의 모델하우스와 실제 모델하우스 간

의 차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신유진(2005)은 실

제 공간을 캐드(CAD)와 3ds MAX 를 사용하여 가상

현실 공간이 현실감을 어느 정도 구현했는지 설문을 

통해 물어 본 결과 가상 현실 공간의 크기는 현실과 거

의 같다고 느껴졌지만 조명, 가구, 개구부 등은 좀 더 

세밀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실제 공간을 웹 기반의 공간으로 구축하였을 때 세부

요소의 디테일이 현실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때와 웹 기반의 모델하우스를 체험하였을 때 느끼는 

고급감을 각각 평가하여 그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

다. 아파트의 다양한 공간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

지하고 있는 거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방법 1. 피실험자 선정 

본 실험에서는 총 63 명(여성 28 명, 남성 35 명)이 참

여했다. 63 명의 피실험자는 20 대 24 명, 30 대 32 명, 

40 대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 실험

에는 30 명이 참가했으며 웹 기반 모델하우스 실험에

는 33 명이 참여했다. 먼저 평가하는 실험 환경에서의 

시각적 경험이 후에 평가하는 실험 환경에서 데이터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어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 평가에서 동일한 사람이 평가하지 

않도록 모집하였다.  

 

방법 2. 평가 대상 및 세부요소 선정 

실험대상으로는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공간 비중이 가

장 큰 거실을 선정하였다.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 거실 6 개를 각각 평가하였다. 3 개의 

아파트 브랜드의 모델하우스에서 평수가 다른 2 개의 

거실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총 6 개의 거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거실의 아파트 크기는 

59m² 1 개, 84m² 3 개, 114m² 1 개, 115m² 1 개로 

이루어졌다. 거실의 세부 평가 대상은 그림 1 과 같이 

바닥, 벽지, 아트월, 월패드, 내부샤시, 조명, 천장지, 

우물천장, 천장 몰딩으로 선정하였다.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241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그림 1. 모델하우스 거실의 세부 평가 대상 

 

방법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거실의 세부요소 9 개와 거실 전체의 고급스

러운 정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점 

만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두 실험 환경에서 모두 

동일한 설문지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방법 3. 실제 모델하우스 평가 방법 

실제 모델하우스 실험에서는 피실험자 30 명이 모델

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3 개의 

각각 다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으며 한 모델하우스

에서 크기가 다른 아파트의 거실 2 곳을 평가하였다. 

제작한 설문지를 지참하여 총 6 개의 거실을 보고 평

가하도록 하였다. 한 개의 거실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

하는 데에 20 분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 

 

방법 4. 웹 기반 모델하우스 평가 방법 

웹 기반 모델하우스 실험에서는 피실험자 33 명을 대

상으로 서울대학교 39 동 공동실험실에서 진행하였다. 

피실험자 33 명 모두가 동일한 15inch 노트북으로 실

험을 하여 실험 환경에서 오는 차이를 줄였다. 한 개의 

거실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

분 내외였다. 

 

연구 결과 

결과 1.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 평가 

집단의 고급감 평균 점수 비교 

동일한 샘플에 대해 실제 모델하우스를 평가한 그룹과 

웹 기반 모델하우스를 활용하여 평가한 그룹간의 고급

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샘플 3 과 샘플 4 에서만 두 집단 

간의 고급감 평가에 대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p>.05). 그리고 나머지 4 개의 샘플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

문하였을 때의 만족도와 웹 기반의 모델하우스를 이용

하였을 때의 거실 만족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과 2. 전체 거실 고급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 

비교 

세부적으로 거실의 고급감에 대해 영향을 주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집단에서 거실 전체의 고급감

에 영향을 주는 세부 평가 대상을 파악해 보았다. 따라

서 각 집단에서 전체 거실 고급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부요소(바닥, 벽지, 아트월, 월패드, 내부샤시, 조명, 

천장지, 우물천장, 천장 몰딩)을 비교하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

델하우스의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 과 표 2 와 

같다.   

 

표 1. 실제 모델하우스 거실 고급감 회귀분석 결과 

 Non-

standardized 

coeff. 

Standard

-ized 

coeff. t 
p-

value 

B SE β 

(상수) 14.475 2.810  5.151 .000 

조명 

고급감 .061 .061 .201 2.729 .007 

천장몰딩 

고급감 
.178 .035 .254 5.150 .000 

내부샤시 

고급감 
.185 .055 .204 3.328 .001 

천장지 

고급감 
.140 .071 .164 1.973 .050 

우물천장 

고급감 
.169 .065 .189 2.605 .010 

 

표 2. 웹 기반 모델하우스 거실 고급감 회귀분석 결과 

 Non-

standardized 

Standard

-ized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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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 coeff. value 

B SE β 

(상수) 6.860 2.715   2.527 .012 

바닥 

고급감 
.193 .048 .201 4.032 .000 

벽지 

고급감 
.217 .050 .233 4.315 .000 

아트월 

고급감 
.305 .046 .336 6.652 .000 

조명 

고급감 
.114 .038 .135 2.988 .003 

천장몰딩 

고급감 
.133 .039 .162 3.444 .001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모델하우스 평가의 경우 천장

몰딩 고급감, 내부샤시 고급감, 조명 고급감, 우물천장 

고급감, 천장지 고급감 순으로 거실 고급감에 영향을 

미쳤다 (R²=0.768). 반면, 웹 기반 모델하우스의 경우

에는 아트월 고급감, 벽지 고급감, 바닥 고급감, 천장

몰딩 고급감, 그리고 조명 고급감 순으로 거실 고급감

에 영향을 주었다 (R²=0.786).  

따라서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의 거실 

고급감에 영향을 주는 세부 평가 대상이 다르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모델하우스 평가에서는 평

가자의 시선의 위를 향하였을 때 확인 할 수 있는 천장

과 관련된 평가 대상과,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는 가

까이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내부샤시 고급감이 거실 

고급감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웹 기반 모

델하우스의 경우에는 천장 보다는 아트월, 바닥, 그리

고 벽지의 고급감의 영향력이 컸으며 이는 시선이 평

행하거나 아래로 향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대

상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 사용한 웹 기반 모델하우스는 실제 모델하

우스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고급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샘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우선, 거실 6 곳 중에 4 곳에서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웹 기반 모

델하우스가 실제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의 차이를 세밀

하게 보기 위해 각 평가의 거실 고급감에 대한 회귀분

석을 수행한 결과, 거실의 9 개 세부요소들은 두 가지 

실험 환경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실제 모델하우스에서는 천장몰딩, 내부샤시, 조명, 우

물천장, 천장지 순으로 거실 고급감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왔다. 이는, 천장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웹 기반 모델하우스의 거실 고급감에서는 아트

월, 벽지, 바닥, 천장몰딩, 조명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왔는데 이 세부요소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폭넓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는 

사진을 360 도 회전하고 확대 또는 축소해서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나 보이는 세부요소들

에 시선이 더 집중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

다. 실제 모델하우스에서는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세부 

요소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반면에 웹 기반 평가에

서는 세부요소들을 일정한 각도에서만 확대 또는 축소

를 해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웹 기반 모델하우스

에서는 크기가 작거나 장식이 있는 세부요소를 판단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실제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천장 몰딩이나 내부샤시 등

이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는 아트

월, 바닥과 벽지의 비중이 크게 나왔는데 이는 다른 세

부요소들에 비해서 거실마다 차이가 큰 대상들이었다. 

천장몰딩이나 내부샤시에 비해 모양, 크기, 색 등의 요

소들의 구분이 확실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을 보았

을 때,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는 시각적 차이가 확연

하게 드러나고, 거실을 차지하는 면적이 큰 세부요소

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가 실제 모델하우스와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서 

같은 거실 고급감을 얻는다면 웹 기반 모델하우스 만

으로도 아파트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고급감을 얻기 위해서는 

웹 기반 모델하우스에 세부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사진

과 설명이 필요하다. 실제 모델하우스처럼 구매자가 

보고 싶은 대상들을 전체 거실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웹 

기반 모델하우스가 실제를 똑같이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발전된 기술력과 다양

한 구현 방식을 통해 실제 모델하우스를 대체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평가한 거실의 수가 6 개로 샘플

의 수가 적고 크기가 동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파트 공간 중에서 거실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웹 기반의 모델하우스

와 실제 모델 하우스에서의 고급감 차이를 일반화 하

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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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사용에 있어 일반인 

사용자와 장애인 사용자의 격차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전제품들의 접근성 평가와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며, 기존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중심의 

접근성 평가 연구는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업분석(Task Analysis)방법 

중 하나인 HTA(Hierarchical Task Analysis)기법을 

적용한 선행연구 역시 몇 가지 보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TA 를 활용한 가전제품의 

접근성 평가 방법론을 확장하여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평가방법론을 제안한다. 확장된 HTA 

평가방법론은 다양한 사용자 유형의 과업 패턴을 

반영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HTA 의 각 Task 

behavior 에 대응하는 제품의 접근성 요소를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확장된 HTA 를 통해 

독립적이었던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패턴을 포괄하고, 

산술적으로 산출된 접근성 평가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사례와 대비하여, 다양한 사용유형을 포괄하는 

확장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확장형 HTA 를 통해 새롭게 

얻어지는 접근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ABSTRACT  

 Nowadays, In both overseas and domestic area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handicapped 

people, gaps arises between handicapped users 

and normal users.  However, Estimation and 

Analysis of accessibility of home appliances are 

in insignificant steps, and existing guideline and 

research with standard that is consisted of 

checklist are just subjective and qualitative. The 

precedent research that applied 

'HTA(Hierarchical Task Analysis)' solution which 

is known as one of ways of 'Task Analysis' also 

has a few points that have to change. 

In this paper, by expanding a methodology of 

handicapped accessibility evaluation that is 

based on precedent 'HTA' , We offer a more 

analytical evaluating methodology. That 

expanded 'HTA' is compromised to show a 

physical pattern of various users. Expanded 

'HTA' uses a offered Task behavior and 

product's interface that follows with Task 

behavior. With expanded HTA, We can detect 

the accessibility condition of product and can 

get a quantifiable result. And that can derive a 

accessibility evaluation and 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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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meter.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Using offered methodology in this research 

conducts accessibility evaluation that considers 

a various user members and quantifiable derives 

interface's components that needs to be solved 

and changed.  

주제어 

접근성(Accessibility), 가전제품(Home Appliance), 

HTA(Hierarchical Task Analysis),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y), 과업분석(Task analysis), 접근성 

평가방법(Evaluating Methods of Accessibility) 

본문 

1. 서론  

가전제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품과 사용자 

사이에 보다 복잡한 인터랙션 상황이 늘어났다. 이로 

인하여 가전제품 사용에 있어서도 정보, 서비스의 

이용격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나라지표, 

2014_ 정보격차 현황). 현재는 이러한 이용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편익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과도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조용순 2015). 기존의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의 정성적인 분석한계를 

극복하고자 HTA(Hierarchical Task Analysis)를 

활용한 정량적인 가전제품의 접근성 평가방법론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HTA 를 이용한 정량적인 

평가방법론은 장애인의 독자적인 사용패턴을 포괄하지 

못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석방향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의 정량적인 

접근성 평가를 위해 활용된 기존의 HTA 연구방법론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확장된 HTA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개선된 접근성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 기존의 접근성 평가 연구 

대부분의 접근성 관련 문헌에서는 평가를 위한 

연구절차를 제시하며, 사용성 평가와 같이 수행과업을 

부여한 실험과 관찰 등이 각 절차에 첨부된다. EIA-EIF 

Committee 에서 제시한 Consumer electronic 의 

Accessible Design 의 가이드라인 정립 

Draft 문서에서는 총 3 개의 파트로 나누어 Accessible 

Design 의 개념과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EIA-EIF Committee on Product 

Accessibility, 1996). 또한 Trace R&D Center 에서 

제안한 Accessible Design 문서도 3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Trace Center, 2012). 두 문서 모두 

전문가 중심이며 정량적인 평가용이 아닌, 참고용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다(Trace R&D Center, 

1992).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에서는 

사무 자동화 기기에 대한 접근성 평가의 필요성과 

방법을 기술하기도 했다(Fain W.Bradley and Dennis 

Folds, 2002). 이러한 문서의 대부분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태를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방법론은 

정량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 

• HTA연구 방법론 

계층적 과업 분석법으로 불리는 HTA 는 대표적인 

과업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HTA 는 일반적인 문제의 

접근 방식을 해결하고, 분석대상의 문제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Annett, J, 2000). HTA 의 

체계적인 포맷은 다른 평가 및 분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B Kirwan, L. K. 

and Ainsworth, 1992). HTA 는 하나의 

최종목표(Goal)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Task)을 나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해당하는 각 

과업 역시,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보조과업(Sub-

task)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제일 

하단에 기술되는 보조과업에는 과업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최소 행동단위, Task-Behavior 가 기술되게 

된다. 다음의 <Table1>에는 기존 연구방법에서 활용한 

HTA 의 작성법을 보여준다. 보조과업과 Task-

Behavior 가 결정되고 나면 가전제품의 

사용시나리오에 따라 각 노드의 수행 순서 및 조건을 

기술하게 된다. 

<Table 1 How to design of HTA> 

1 단계. 

Goal 설정  

-Goal 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질 수 있는 

과업의 대단위 분류를 의미. 

2 단계 

Sub-Task 설정  

-사용자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Sub-Task 를 설정함 

-Sub-Task 는 Task 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부 과업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하위계층에 또 다른 

Sub-Task 를 가질 수 있고, 제품의 

기능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단계. 

Operation  

(Task-Behaviors)설정 

-Operation 은 계층의 최하부에 기술되는 

요소로 Sub-Task 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행하는 Task-Behavior 들의 

집단을 뜻함. 

-각 Task-Behaviors 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의 Control, Display, 피드백 

등의 UX 컴포넌트를 함께 기술하도록 함.  

4 단계 

Plan 설정 

-Plan 은 수행 순서 혹은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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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HTA적용 연구 

기존의 HTA 적용연구에서는 가전제품의 과업을 

사용설명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모든 제품 과업을 

계층적인 HTA 로 구성한다. 구성된 HTA 에는 

공급자가 의도한 모든 가전제품의 사용 시나리오가 

담긴다. 이후 평가하고자 하는 장애유형 및 가전제품을 

선정하고 HTA 를 기반으로 과업 실험 및 인터뷰를 

실시한다. HTA 로 구성된 노드(Node)에 따라 

사용과업을 부여하고 이를 관찰하며 수행하지 못하는 

과업과 이유를 기술한다. 다음 <Figure 1>은 기존 

HTA 적용연구에서 활용한 세탁기의 HTA 를 보여준다. 

 

<Figure 1 세탁기의 HTA 구성> 

이를 통해 비장애인 사용자 Sub-Task 대비 각 

장애유형 별로 접근 가능/불가능 Sub-Task 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선정한 제품과 

장애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이정원, 2013). 평가제품이 세탁기일 경우, 

우선 세탁기의 HTA 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세탁기 

사용행태와 사용설명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평가 

대상이 시각장애인일 경우, 작성된 HTA 의 노드를 따라 

시각장애인의 과업 수행 실험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위의 과정을 토대로 선행연구의 세탁기 사용에 대한 

접근성 평가결과는 16 개의 보조과업 중 11 개의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추가로 

VOC 를 통해 수행문제의 원인이 버튼과 다이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장치나 구분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버튼 크기가 일괄적이라는 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세탁기의 헹굼 횟수 설정 버튼과 같이 

하나의 설정사항이 세부 항목을 가질 때 출력되는 

피드백이 동일하거나 의미 없는 알림음인 경우가 많아 

피드백이 제공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이얼을 

돌려 사용하는 세탁 모드를 변경할 때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조작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HTA 를 적용한 가전제품 접근성 평가방법은 

HTA 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위주의 사용시나리오와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로는 

장애인의 독자적인 사용행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찰과 VOC 위주의 결과 해석은 여전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형태를 보이게 된다. 

3. 본론 

• HTA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기존 HTA 를 이용한 접근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확장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장애인의 독자적인 사용행태를 

포괄하는 것이며, 둘째는 산술적으로 산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을 VOC 가 아닌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가전제품 설계에 

있어 의도하지 않았던 사용 과정이나 장애인을 위해 

제공한 별도 모드, 장애 유형에 따라 활용가능 한 

보조장비를 기준으로 앞서 선행된 가전제품 HTA 의 

Task Behavior 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HTA 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행과정이 생겨나게 

된다. 이후 기존 HTA 작성의 4 단계에서 진행되었던 

Plan 을 이용하여, 앞서 정의한 새로운 수행과정을 

추가한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의 사용행태를 

하나의 HTA 포맷에 담아 HTA 를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의 접근성을 평가한다.  

또 다른 HTA의 확장방향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접근성 선행연구의 지표를 

차용하여 HTA를 통해 발견한 접근성 문제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 <Figure 2>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접근성 지표가 기술되어 있다. 

 
<Figure 2 접근성문제의 해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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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HTA 의 Task-Behavior 에 대응하는 

접근성 문제의 해석지표를 담고 있다. 1 행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Task-Behavior 와 대응하는 가전제품 

인터페이스의 피드백의 영역이고 2 행에 기술되어있는 

부분은 조작부의 영역이다. 또한 1 열은 Task-

Behavior 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제품에서 제공하는 

부분을 나타내며, 2 열은 과업수행의 주체인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즉, 사방면의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1. Task-Behavior 를 

수행하는데 가전제품 피드백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부분, 2. Task-Behavior 를 수행하는데 가전제품의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부분, 3. 

Task-Behavior 를 수행하는데 가전제품 조작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부분, 4. Task-Behavior 를 

수행하는데 가전제품의 조작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각 영역은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에서 논의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전제품 

피드백 타입, 가독성 및 가해성 요소, 피드백에 필요한 

감각의 타입과 구성, 조작부의 종류와 조작력의 수준, 

및 행위 유발성을 위한 요소, 조작에 요구 되는 동작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Task 의 성격이 있다. 확장된 

HTA 에서는 최 하단의 Task-Behavior 에 위에서 

기술한 접근성 지표를 맵핑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Task-Behavior 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전제품에서 도출된 접근성 문제의 해석을 제공한다. 

• 확장된 HTA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탁기의 접근성 문제를 

평가했던 HTA 의 확장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접근성 

문제의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의 <Figure 3>은 

기존의 세탁준비 과정에서 활용된 HTA 예시이다.  

 
<Figure 3 기존의 세탁기 HTA_세탁준비> 

 

활용하여 최상위계층인 Goal은 ‘세탁 준비’이며, 

2개의 보조과업으로 구성된다. <Figure2>에서 

나타난 ‘2. 세제 투입’의 보조과업을 수행 하기 위한 

구분 행위 요소로 8개의 Task Behavior가 구성된다. 

이는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세제투입과정을 HTA로 

구성한 것이다. <Figure 4>는 이와는 다른 시각 

장애인의 세제투입 패턴을 기술한 HTA이다. <Figure 

4>에는 세제함이 아닌 세탁조에 직접 종이 혹은 

가루세제를 투입하는 새로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장애인 사용자의 세탁투입 과정> 

이 외에도 세탁과정, 설치과정 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패턴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Figure 5>는 상이한 두 가지의 사용패턴이 적용된 

HTA 를 하나로 합친 예시를 보여준다. <Figure 

5>에서는 두 가지의 Task-Behavior 가 동시에 

기술되며 각 수행주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Plan 을 

제공한다.  

 
<Figure 5 확장된 세탁기 HTA_세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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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Figure 3>에서 제시한 

부분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Figure 4>에서 

제시한 부분이다. 이렇듯 확장된 HTA 를 통해 세탁기의 

평가와 분석 시 일반적인 사용 패턴뿐 아니라,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까지 반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5 개의 보조과업 (총 16 개) 중 

‘세제투입’이라는 보조과업은 접근 가능한 수행 

과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HTA 의 기본 포맷이 확장되면 각 

Task-Behavior 에 <Figure 2>에서 제시한 접근성 

해석지표를 맵핑한다. 기존의 HTA 를 통한 

선행연구에서는 세탁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16 가지의 보조과업 중 11 개의 보조과업이 

수행되었다.’라는 피상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였다. 

<Table 2>는 확장된 HTA 를 적용하였을 경우, Task-

Behavior 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해석지표를 종합한 

결과이다. 피드백의 경우, 시각을 요구하는 부분과 

연속적으로 감각을 활용하는 경우에 주요 문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Visual 타입이자 위치차이 

기반의 피드백, 피드백의 ‘언어’적 내용의 해석에서 

주요 문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조작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의 조작력의 수준은 1(단순터치)이나 비틀기 

동작을 요구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힘보다는 다이얼타입의 연속동작에서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확장된 

HTA 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장애인의 

행동패턴과 접근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량적인 접근성 평가방법에서 

활용된 HTA 를 확장하여 제안한다. 확장된 

HTA 에서는 기존의 HTA 에서 기술된 일반사용자의 

Task behavior 에 장애인의 Task behavior 를 

추가하여 이를 하나의 HTA 로 구성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사용행태나 매뉴얼에 기술된 가전제품 사용 

시나리오 외에 장애인의 사용 패턴이 반영된 유기적인 

HTA 의 형태를 제시한다. 제시된 HTA 는 분석하려는 

가전제품의 사용자 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유기적인 확장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보조기기, 대체기술이 활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접근성 분석, 평가애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TA 의 Task Behavior 에 해당하는 

접근성 해석지표를 고안하여 HTA 를 통한 가전제품 

평가과정에서 발견되는 접근성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이끈다.  

향후 연구로는 보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키워드보다 더 객관화된 접근성 해석 지표를 도출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유형의 사용패턴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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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세탁기 접근성 평가 해석> 

문제 성격 문제되는 Task 종류 N1(11%), M1(7%) … 

문제되는 Task 수준 Rule(50%), Skill(20%), Knowledge(30%) 

 

Requirement Factors 

문제되는 요구 동작 Type 비틀기(30%), 누르기(25%), 미끄러지기(10%)… 

문제되는 요구 동작구성 연속동작 최소분절(33%), 동시동작 최소분절(25%)… 

문제되는 요구 감각 Type 시각(50%), 청각(30%), 촉각(10%)… 

문제되는 요구 감각구성 연속감각(45%), 동시감각 30%)… 

 

Interface  

Factors 

문제되는 Feedback Type Visual(50%), Auditory(30%), Tactile(20%)… 

문제되는 Legibility Point Location(30%), Texture(20%), Color(10%)… 

문제되는 Readability Point 언어(50%), 심볼(20%), 패턴(10%)… 

문제되는 Control Type 다이얼(30%), Touch 버튼(20%), 버튼(10%)… 

문제되는 Force Level 단순터치<1>(50%), Control 변화(20%)…  

문제되는 Affordance factors Labeling(30%), 보편적 형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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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각 정보 중첩 

환경에서 전경 스크린 상의 이미지 색상 인지 시 인지율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스플레이 후경의 

물리적 정보와 스크린의 전경 이미지 색상 중첩 시 중첩 

정보에 대한 복잡도가 상승하여 지각 및 인지 과정에서 

색 재현율 저하 및 원본 대비 색상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서 추상적 

색상칩과 비추상적 로고를 제시하고 색상 인식 정확성 

비교 실험을 통해, 지각과 인지 측면에서 멘탈 모델 

개입 여부와 전-후경 환경에 따른 색상 왜곡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투명 

디스플레이에서의 색상 인지율 향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sign solution 

for users’ perceived quality distraction of color 

and images on transparent display under visually 

overlaid information environment. The overlaid 

foreground and background image elevates the 

complexity of information and degrades the 

accuracy of color information compared to the 

original image. However, the previous 

knowledge and mental model of users on the 

on-screen information intervenes the cognition 

process and affects the inner calibration of 

recognized information. The color recognition 

rate was measured with abstract color chips and 

non-abstract color logos and the degree of 

cognition distortion between color value of 

chips and logos were compared. The result is 

conveyed into UI design guideline for accurate 

color recognition on transparent display. 

주제어 

투명 디스플레이, 중첩, 색상 인지, 색상 왜곡, 인지율 

1. 연구 배경 및 목적 

투명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IT 플랫폼 중 하나로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요소와 정보 인터랙션을 통해 상업 

광고나 의료, 운송 환경 등 컨텐츠 정보와 물리 배경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간 개방성 형성 및 물리적 배경 

정보와의 연동 등 기존의 디스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과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의 투명성으로 인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컨텐츠는 후경과의 중첩으로 인하여 화상 품질 구현에 

분명한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화상 품질을 

향상시켜 시각 정보의 구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스플레이 상의 

정보 중첩으로 인한 사용자의 인지과정 및 화상 품질 

만족도 하락 이외에도 디스플레이의 투명도, 

자체발광도, 색 재현성에 있어 일반 디스플레이 대비 

취약점이 많다. 

하지만, 투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일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에 기반한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기존 

제품 사용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커뮤니케이션이나 

복합 정보 처리 과정, 증강 현실 등의 사용 맥락에 

기반한 기술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디스플레이  

사물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고화질 화상 경험 

투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정보와 물리 환경 정보의 동시 시현 

그림 1. 일반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의 맥락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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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 중첩 환경과 일반 

디스플레이에서의 화상을 비교했을 때 사용자가 

인지(Cognition)하는 화상이 지각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 요인에 의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중 색상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색상 및 인지 특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 프로세스 

2. 이론적 배경 연구 

2.1. 색상 지각 및 인지 프로세스 

실제 색상 영역은 색의 3 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3 차원 공간의 각 축으로 설정하여 색상 공간이 

형성된다. 인간은 빛을 통해 사물의 색을 인지하고 

물체를 지각하기 때문에 안구로부터 가시광선 범위에서 

색상을 지각한다. 이 때 망막에 위치한 간상세포는 빛의 

명암에 반응하여 물체의 형태를 구별하게 되고, 

추상세포는 빛의 양에 반응하여 3 원색을 인식하기 

때문에 물체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박옥련 외, 2007). 

하지만, 안구로부터 전달된 자극이 대뇌에서 실제 색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색상, 채도, 밝기, 그리고 

인간의 지식 체계나 멘탈 모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절대 색상 값을 인간이 지각하더라도 인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색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인접된 환경에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컨텐츠 멘탈 모델, 컨텍스트에 의해 동일한 색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색으로 해석하여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정보를 찾는 시각 

탐색 과정에서 사용자가 경험한 환경이 색상 

인지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색상 공간 인지 색상 

그림 3. 실제 색 공간과 색상 인지 처리모형 

2.2. 디스플레이 코드에 따른 시각 정보 

인간이 인지하는 디스플레이 정보에는 시각과 청각이 

혼재되어 있는데 시각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어적 코드에 따른 시각 정보는 문자로 구분되고 

공간적 코드에 따른 시각 정보는 이미지로 구분된다 

(Wickens et al, 2013). 이미지는 색채와 형태 등의 

세부 속성을 지니는데, 공간적 조형 요소를 통해 표현된 

시각 정보는 지각된 시각 자극 이외에 개인의 장기 

기억에서 인출되는 정보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 디스플레이 환경에서의 컨텐츠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비롯된 화상 품질 구현의 한계성 

이외에도 물리적 배경 중첩으로 인해 후경 물리 환경 

특성이 사용자의 장기 기억 개입을 유발하여 실제 

색상과는 달리 왜곡 보정된 색상으로 인지하게 된다. 

 

언어적 / 공간적 시각 정보 인지 처리 모형 

그림 4. 디스플레이 코드 형식에 따른 시각 정보 인지 처리 

2.3. 장기 기억 처리 과정에서의 맥락 요소 영향 

인간의 정보처리 체계에 있어 시각 정보의 인지 

과정에는 다양한 맥락(Context) 정보가 관여하게 된다. 

이때의 맥락 요소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이 작용할 때의 

인지 작용과 같은 내적 요소와 물리적 환경, 사회적 

배경과 같은 외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맥락은 

중요한 자극(Cue)이나 기억 흔적에 공간적 위치, 정황 

조건, 시간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여 인간이 경험한 

기억을 재구성하여 장기 기억에 저장하게 한다       

(Maren et al, 2013). 

 

정보 지각과 맥락 요소에 따른 정보 인지 

그림 5. 맥락 요소가 작용한 시각 정보 인지 처리 

따라서 인간은 기억된 시각 정보의 인출 과정 

(Retrieval)에서 맥락 정보에 의해 이미지를 재구축하여 

각각의 사용자가 받아들인 시각 이미지의 절대 속성이 

같더라도 시각 정보와 함께 지각된 맥락 요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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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보로 인지하게 된다. 색상 인지의 경우, 

인지적 맥락 요소의 범주에서 영향을 받게 되며 정보의 

부호화 및 인출 과정에서 맥락 요소에 의해 학습된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시각 요소로 인지하게 된다. 

2.4. 투명 디스플레이 인지적 제한 요소 

투명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투명성은 사용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켜 중첩정보에 대한 

인지 저하나 감성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컨텐츠 또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겪을 수 있다. 중첩 

환경에서 정보의 복잡도가 상승할수록 디스플레이 색 

재현율은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 탐색이나 

기억, 재현 과정에서 인지하는 시각 정보는 왜곡될 수 

있다. 이는 일반 디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 스크린과 

물리 환경 등 복합적인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서로 다른 인지 가용 범위를 지니게 되면서 

전달되어야 하는 시각 정보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 인지 레벨에서 투명 디스플레이 제한 요소 

구분 투명 디스플레이 일반 디스플레이 

정보 복잡도 
중첩 정보 

복잡도 상승 

비 중첩 정보 

단편적 정보 

재현성 시각 정보 왜곡 실제 화상과 유사 

인지 부하 
중첩 정보 

인지율 저하 

단일 정보 

인지율 상승 

만족도 
감성 품질 

감성 만족도 저하 

물리적 품질 

품질 만족도 증가 

 

3. 투명 디스플레이 색상 인지율 분석 실험 

3.1. 실험 목표 

투명 디스플레이 사용 환경에서 중첩 정보 중 색상 

환경에 따른 인지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색상 

인지 지각 실험은 절대 색상과(컬러칩) 특정 브랜드 

로고에 입혀진 색상의 인식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인간에게 시각 정보는 장기 기억에서 인출되는 정보에 

따라 추가적인 의미가 부여된 상태로 

인지(Cognition)되거나 장기 기억의 개입 없이 빛의 

양과 같은 물리적 정보만으로 지각(Perception)된다. 

따라서 색상 자체를 보게 되는 컬러칩은 색상 지각에 

해당하고, 피실험자에게 익숙한 브랜드 로고의 색상을 

보는 것은 색상 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브랜드 로고 및 컬러칩 실험군은 먼셀 색상환에 

기반하여 6 가지 색 계열로 각 5 개씩 선별하였다. 

  

색상 지각(Perception) 색상 인지(Cognition) 

그림 6. 색상 지각과 인지에 따른 실험군 설정 

 

 

그림 7. 디스플레이 환경 조건 별 색상 표현 범위 (빨강) 

3.2. 실험 설계 

전경에는 투명 디스플레이 모듈을 배치하고 후경에는 

물리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반 디스플레이를 

배치시켰다. 전경 투명 디스플레이에는 실험군으로 

설정된 컬러칩과 로고를 영사시키고 후경 일반 

디스플레이에는 어두운 실내와 밝은 실내 이미지 및 

백색 화상 이미지 3 가지로 구성한 가상 물리환경을 

설정하여 전경 이미지와 중첩시키도록 하였다. 

 

그림 8. 실험 세트 구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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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경에서 기준이 되는 로고와 컬러칩이 배치된 

위치의 후경 디스플레이 영역은 중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경 물리 환경 변인과는 별도로 백색 화상 

이미지로 고정시켜 두 단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특정 색상의 로고를 제시하고 이와 동일한 

색으로 판단되는 컬러칩을 전경 우측의 컬러칩 

세트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특정 색상의 

컬러칩과 동일한 색으로 판단되는 컬러칩을 전경 

우측의 컬러칩 세트에서 선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로고 색상 선택 실험과 컬러칩 색상 선택 실험간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학습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색상 및 로고 세트별 진행 순서는 

임의로 배열하여 진행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후경 일반 

디스플레이의 가상 물리 환경 이미지 세트도 임의로 

배열하여 영사시켰다. 실험 대상자는 투명 디스플레이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20~30 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 명을 전공에 무관하게 선정하였고, 별도의 성별 

컨트롤은 수행하지 않았다. 

표 2. 실험 Task 별 질문 구성 

구분 UT Task List 

Task 

1 

좌측에 주어진 로고의 색상과 동일한 색이라고 생각되는 

컬러칩을 디스플레이 우측 컬러칩 세트에서 찾아 주십시오 

Task 

2 

좌측에 주어진 컬러칩의 색상과 동일한 색이라고 생각되는 

컬러칩을 디스플레이 우측 컬러칩 세트에서 찾아 주십시오 

 

1. 전경 영역(투명 디스플레이) 

 

2. 후경 영역(일반 디스플레이) 

 
밝은 배경 어두운 배경 백색 배경 단일 디스플레이 

 

 

그림 9. 전경 / 후경 실험 구성 및 진행 순서 

3.3. 실험 분석 

투명 디스플레이 정보를 시각화할 때 색상 스펙트럼에 

따른 인지율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4 가지 실험 

환경에서 기술통계를 통해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투명 

디스플레이 전경에 밝은 배경, 어두운 배경, 백색 

배경의 3 가지 후경 환경에서 각각 정답률을 분석하고 

단일 일반 디스플레이에서의 정답률을 분석하여 맥락 

환경에 따른 중첩 노이즈의 사용자 색상 인지율 영향 

요소를 도출하였다. 

  

TD + 밝은 실내 배경 TD + 어두운 실내 배경 

  

TD + 백색 배경 단일 일반 디스플레이 

그림 10. 색상 지각(컬러칩) 실험 사진 

3.3.1. 투명 디스플레이와 밝은 배경 환경 

투명 디스플레이에 밝은 배경의 후경 환경이 

중첩되었을 때 실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로고보다 컬러칩 

실험의 정답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는 색상을 인지보다 

지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채도가 높은 색상일수록 로고와 컬러칩의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1. 실험 환경에 따른 정답률 기록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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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투명 디스플레이 / 밝은 배경 환경 실험 정답률 

 

그림 13. 투명 디스플레이 / 어두운 배경 환경 실험 정답률 

3.3.2. 투명 디스플레이와 어두운 배경 환경 

투명 디스플레이에 어두운 배경의 후경 환경이 

중첩되었을 때 실험에서는 채도가 낮은 색상일수록 

로고와 컬러칩 정답률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배경보다 채도가 높은 주황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경우, 로고와 컬러칩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3.3.3. 투명 디스플레이와 백색 배경 환경 

투명 디스플레이에 백색 배경의 후경 환경이 

중첩되었을 때 실험에서는 로고보다 컬러칩의 평균 

정답률이 6 색상 모두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투명 환경에서 사용자는 시각 정보를 인지하기보다 

지각하는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후경 환경이 중첩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투명 

디스플레이 조건에서 로고의 주요 색상과 보조적 

색상의 면적 비율, 주 색상의 로고 적용 형태에 

따라서도 색상 인지 측면의 정답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4. 투명 디스플레이 / 백색 배경 환경 실험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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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단일 일반 디스플레이 환경 

중첩되지 않은 단일 일반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로고보다는 컬러칩의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일반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색상 채도에 따른 

정답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투명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색상 구현 한계 이외에도 

중첩 환경에 따라 색상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 단일 일반 디스플레이 환경 실험 정답률 

3.4. 실험 결과 분석 

3.4.1. 로고의 명도 차이에 따른 정답률 변화 

저명도 로고의 경우 밝은 배경 환경과 중첩되었을 때 

어두운 배경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명도 로고의 경우에는 어두운 배경 환경과 

중첩되었을 때 밝은 배경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로고와 중첩되는 배경 환경 간 대비가 

커질수록 색상 인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명도 로고의 경우 고명도 로고에 비해 배경 환경에 

따른 정답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명도일 

경우 어두운 배경 환경과 중첩되었을 때 피실험자에게 

더 어둡게 인식되어 색상 인지 왜곡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배경 환경 별 고명도 / 저명도 로고 정답률 변화 

3.4.2. 색상 영역에 따른 정답률 변화 

로고 주조색이 적용된 색상 영역이 텍스트, 형태에 

적용된 경우에 따라 피실험자 인지율에 유의성이 

나타났다. 

텍스트에 주조색이 적용된 실험 로고의 경우 텍스트 

두께에 따라 정답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께가 

두꺼운 로고의 정답률이 배경 환경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두께에 따라 색상 영역이 

넓어질수록 실험자의 색상 인지가 용이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형태에 주조색이 적용된 로고의 경우 주 색상 

영역의 비율에 따라 정답률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특정 형태(Shape)로 이루어진 로고는 조형 

요소나 반복적 패턴으로 인해 피실험자의 장기 

기억에서 색상 정보에 불필요한 의미까지 인출되어 

인지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주조색 영역 크기에 따른 로고 정답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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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대적 색상 비교를 통한 색상 선택 

피실험자가 로고나 컬러칩의 상대적인 색상 비교를 

통해 인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실험 로고 중 삼성전자 로고의 색상값을 선택한 후 

아디다스 로고의 색상값을 선택할 때 응답의 분포는 

명도가 낮은 계열과 높은 계열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두 로고 간 피실험자의 색상 선택에 있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색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접 색과의 비교를 통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4. 색상 레벨에 따른 정답률 변화 

유사한 색상 레벨로 규정되는 로고들은 피실험자가 

서로 인접한 색상의 컬러칩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넥슨 로고의 경우 안드로이드 로고의 주조색에 

해당하는 컬러칩을 정답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안드로이드 또한 동일하였다. 

반면, 페이스북 로고의 경우 보라 계열의 파란색이지만 

삼성전자의 주조색으로 응답하는 피실험자가 일부 

존재했다. 이는 피실험자가 로고를 본연의 색상으로 

지각하기 보다 색상 레벨에 따른 ‘영역’으로 인지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색상 레벨에 따른 로고 정답률 변화 

3.5. 색상 인지율 향상 가이드라인 제안 

실험 결과 분석과정을 통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중첩 

환경에서의 사용자 색상 이미지 인지율 영향 요소를 

색상 환경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율 

영향 요소에 따른 세 가지 색상 보정 표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3.5.1. 전경 색상 이미지 외곽 보정 방안 

밝은 배경의 후경 환경에서 고명도의 색상 이미지를 

표현할 경우에 스크린 전경 이미지에는 

그림자(Shadow) 효과를 적용하고, 어두운 배경의 후경 

환경에서 저명도의 색상 이미지를 표현할 경우에는 

전경 이미지에 글로우(Glow) 효과를 적용하여 대상 

이미지와 후경 환경과의 동화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투명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일 경우에는 패널 

표현 특성 상 검은 색상이 투명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림자 효과 적용 시 명도값을 올려서 효과를 설정해야 

한다. 반면, LCD 패널 환경에서 글로우 효과 적용 

시에는 백색이 투명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명도값을 

낮추어 효과를 설정해야 한다. 

글로우 효과 적용 
(Glow 45px, Spread 9%, Opacity 75%) 

  

그림자 효과 적용 
(Shadow 65px, Distance 5, Opacity 100%) 

  

보정 전 보정 후 

그림 19. 후경 환경 조건 별 전경 이미지 외곽 보정 효과 

3.5.2. 전경 색상 이미지 명도 보정 방안 

어두운 배경의 후경 환경에서 투명 스크린 전경의 

저명도 주조색 이미지가 중첩될 경우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의 명도값을 높이는 색상 

보정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때 OLED 투명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검은 색상 

구현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경 환경 조건에 상관 없이 

대상 이미지의 명도값을 높게 보정하여 인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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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시 이미지 명도값 22% 높게 설정 

그림 20. 전경 색상 이미지 명도 보정 효과 

3.5.3. 색상 레벨에 따른 명도 보정 방안 

유사한 색상 레벨로 규정되는 계열 이미지 내에서는 

사용자가 색상을 ‘영역’으로 인지하여 이미지 세부 요소 

구분에 제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 계열 간 

명도값의 차이를 증가시켜 색상 인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정 전 예시 보정 후 예시 

같은 계열 색상에서 적용 시 명도값 25% 높게 설정 

그림 21. 색상 레벨에 따른 명도 보정 효과 예시 

4.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일반 디스플레이 사용 환경보다 중첩된 

투명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더 다양한 요소들이 

사용자의 시각 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 표현되는 시각 

정보의 코드 및 사용자 별 장기 기억의 개입, 후경 

환경에 따라 색상 인지 과정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향후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공간 보안 

환경 구축 등 시각 정보의 현출성을 고려한 설계 시 

디스플레이 상의 정보 제공 방식에 관한 실증적 

가이드로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로고 및 컬러칩에서 설정한 

변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밝기 등 디스플레이 

환경이나 사용 맥락이 통제된 상태의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실제 물리 

환경이나 디스플레이 투명도, 추가적인 색상 영역 조합 

등 세분화된 변수의 조정을 통해 시각 정보 별 최적 

인식률을 제공할 수 있는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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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운전을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운전 과정을 중시하는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와 청년운전자를 

대상으로 HCI 기반의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운전 

행태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을 구성하는 상호 작용의 과정과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령 및 청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제 운전 상황에 대한 관찰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은 근거 이론과 계층적 과업 

분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청년 운전자는 

과업에 대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줄여,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중시하는 행태를 보인 반면, 고령 운전자는 

멈췄을 때에도 운전의 연속적인 행태를 보여 운전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시된 결과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고, 고령 

운전자에 특화된 운전 인터페이스 요소를 제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elderly drivers are getting highly 

increased. Also the driving is considered as 

one of experience. This study observes the 

behavior of older drivers and young drivers in 

terms of HCI perspective. For the research,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ose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 Theory and Hierarchical Task Analysis.  

As a result, young drivers value time and effort 

by increasing driving time, on the other hand, 

elderly drivers value the safety through 

maintaining the driving status.  

주제어  

DRIVING HUMAN INTERACTION, 고령 운전자, 

운전자 경험, 상호 작용. 

1. 서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1] 또한 운전은 일상 생활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적 능력의 변화로 이들의 운전 경험을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지 변화에 특화된 

운전 시스템의 제공이 필요하다. [2, 3] 

또한 운전자는 운전을 단순히 공간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운전 하는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간주한다. [4] 이는 운전자 경험을 IT 

기반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이론적 배경 

고령자의 인지 능력에 관련한 문헌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운전에 대한 고령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인지적인 측면과, 반응적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 

및 편의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2] 또한 야간, 악천 후 등의 다양한 운전 

상황에서 떨어지는 인지 능력에 따른 고령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분석 하여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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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5] 고령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와 운전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고령운전자가 

중요시 여기는 요인을 도출해낸 연구가 있다. [6] 

고령운전자 인지 능력 따른 인터페이스 제시를 한 

연구가 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적합한 

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모습을 도출하고 이해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3] 운전자와 

자동차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추출하여 운전 

상황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파악한 연구가 

있다. [7]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실제 

상황인 도로 주행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관찰 

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와 청년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경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HCI 적 측면에서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상호 작용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운전 시 사용자의 상호작용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청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관찰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찰 

조사는 contextual inquiry interview 기법으로 

관찰 참가자의 운전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운전 습관, 그리고 감성적 만족을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자동차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며 

진행하였다. 

4-1. 참가자 

청년층과 고령층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A 집단(2~30 대 3 명)과 B 집단(65 세 이상 

3 명) 의 관찰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관찰 

참가자는 1 단계 스크리닝 단계와 2 단계 사전 설문 

단계를 통해 관찰 조건을 만족한 자들로 구성하였다.  

4-2. 관찰 방법 

관찰 참가자의 운전 습관과 행태를 고려하여, 

참가자가 주로 운전하는 시간대에 관찰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평소 운전 환경 그대로 

참가자에 맞는 경로를 지정하여 30 분~ 40 분 운전을 

하였다. 이때 연구자 2 명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자 

한 명씩 탑승하여 운전자의 옆모습(운전시 행태 

파악을 위함)과 전방 (운전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때, 관찰참가자의 양해를 구한 후 운전 습관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그림 1 은 관찰 시 참가자와 

관찰자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 는 관찰 

촬영 예시화면이다.  

 

그림 1 탑승 위치 및 카메라 촬영 방향 

 

그림 2 카메라 1(좌)과 카메라 2(우)의 촬영 예시 

4-3. 분석 방법 

관찰 영상과 인터뷰 영상은 트랜스크립,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Excel coding)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운전시 운전자의 행동과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코딩 과정을 거친 후, 각 연령별로 

계층적 과업 분석 모형을 만들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로는 

4 개의 카테고리가 도출되었으며, 최소 행동의 의미 

단위로는 43 개의 에피소드가 집계되었다. 이 때 총 

502 개의 에피소드가 추출되었다. 청년 운전자의 경우,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로는 4 개의 카테고리가 

도출되었으며, 최소 행동의 의미 단위로는 40 개의 

에피소드가 집계되었다. 이 때 총 470 개의 

에피소드가 추출되었다.  

5. 결과 

분석 결과 청년 운전자는 과업에 대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줄이며, 운전 이외의 다른 행위를 동시에 

하는 모습을 보여,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중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고령 운전자는 주행 중 멈췄을 

때에도 운전과 연속된 행위를 이어나가고, 주행 

중에도 운전 외 다른 방해 요소의 개입을 꺼려하는 등, 

안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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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령운전자와 청년운전자의 운전 행태 과정 

고령운전자가 방향을 바꾸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는 총 28 회 관찰되었다. 18 개의 절차 과정의 

에피소드가 나타났으며, 총 161 개의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방향을 바꾸는 운전 

행동에서는 총 25 회의 좌/우회전과 3 회의 유턴 

과정이 관찰되었다. 좌/우회전시, 고령운전자는 

25 회의 과정 모두에서 왼 손으로 방향 지시등을 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핸들을 돌리기 전, 추가적으로 

고개를 여러 번 더 돌려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는 

과정이 14 번의 행동 중 4 회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유턴시 방향 지시등을 키는 경우가 2 회, 비상등을 

그림 3 <방향을 바꾼다>모형 

 

키는 경우가 1 회 관찰되었다. 

청년운전자는 총 25 회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를 보였다. 17 개의 에피소드가 나타났으며, 

총 113 개의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이 중 좌/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21 회, 유턴을 하는 행위는 4 회 

관찰되었다. 21 회의 좌/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7 회에 해당하는 33%의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을 키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인터뷰 결과 ‘뒷 차가 멀리 

있으면 귀찮아서 방향 지시등을 키지 않는다’는 

청년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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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는 총 21 회 관찰되었다. 6 개의 절차 과정 

에피소드가 나타났으며, 총 100 개의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21 회의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모두 방향지시등을 켰으며, 방향지시등을 

키기 전 백미러를 확인하는 모습도 2 차례 보였다. 또, 

방향지시등을 킨 후 67%에 해당하는 14 회에서  

고개들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였다. 

 청년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는 총 32 회가 관찰되었으며 총 5 개의 절차 과정 

에피소드가 나타났으며, 총 124 개의 에피소드가 

관찰되었다. 차선 변경 시에도 방향을 바꾸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뒷 차가 멀리 있으면 귀찮아서 방향 

지시등을 키지 않는다’는 과정이 4 차례 나타났다. 

그림 4 <차선을 바꾼다> 모형 

고령운전자가 멈추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는 총 

67 회가 관찰되었다. 총 에피소드는 95 개가 나타났다. 

이 때 아무 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다시 주행 과정으로 

복귀하는 행동이 58%로 39 회 관찰되었다. 몸을 숙여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거나 목적지가 나타나는 

HUD 화면을 주시하는 등의 운전의 연속 과정은 

17 회 관찰되었다. 눈을 깜빡이거나 창문에 손을 대는 

등의 직접적인 운전 과정이 빠진 행동은 11 회  

 

그림 5 <멈춘다> 모형                              ·                                         

관찰되었다.  

 청년운전자가 멈추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는 총 

86 회가 관찰되었다. 이 때 총 에피소드는 144 회로 

나타났다. 운전의 연속 과정은 총 33 회 관찰되었는데, 

이 중 기어를 바꾸는 과정이 21 회를 차지하였다. 

인터뷰 결과, 신호 대기 시 기어를 바꾸는 개인의 운전 

습관이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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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가 주행하는 행동의 상위 의미 단위는 총 

87 회가 관찰되었다. 이 때 9 개의 절차 과정의 

에피소드가 나타났으며, 총 146 개의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에도 좌우를 살피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도로를 살피는 모습을 21 회 

보였으며,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와이퍼를 

조작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또, 전화 소리를 들어도 

주행 중에는 핸드폰을 조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운전자는 51 회의 주행 행동이 관찰되었으며 

8 개의 절차 에피소드가 나타났다. 총 에피소드는 

89 개가 나타났다. 청년운전자는 주해 중에도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6 <주행한다> 모형                           ·                                         
 

5-2. 고령운전자와 청년운전자의 운전행태 비교 

고령운전자와 청년운전자의 운전 과정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운전자의 경우, 좌회전이나 

우회전의 방향을 바꿀 때나 차선을 변경할 때, 도로의 

상황을 살펴본 후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는 등 고령 

운전자에 비하여 행동의 절차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현상을 보였다. 청년 운전자는 총 21 번의 방향 

전향의 과정 중 33%에 해당하는 7 번의 에피소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28 번의 과정 중 13%에 해당하는 

4 번의 에피소드에서, 본인의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고령 운전자는 

25 번의 방향 전향의 과정과 21 번의 차선 변경 과정 

모두에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주행 중 멈췄을 때에 고령 운전자는 총 

67 회의 과정 중 17 회에 해당하는 25%에서 운전의 

연속 과정을 보였다. 이 때, 신호등을 쳐다보는 행위가 

3 회, HUD 화면을 보는 행위가 2 회, 핸들을 손으로 

 

 

 잡는 행위가 8 회 등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다음 운전 상황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운전 행위에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청년 운전자는 분석한 3 명 모두 

멈췄을 경우, 휴대폰을 만지는 등 운전 이외의 행동을 

86 회 중 25 회로 29%로 보였다. 주행 중에도 

고령운전자는 좌우 도로를 살피는 모습이 24%에 

해당하는 21 회로 관측되어 다른 행동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고령 운전자는 관찰 조사 중 

3 차례의 전화가 걸려 왔어도 주행 중일 때는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 고령운전자들은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주행 중 다른 생각을 유발하는 

라디오나 음악을 꺼려한다는 점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고령운전자는 운전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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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령운전자와 청년운전자 간의 운전행태의 

차이점과 공통점 

  고령 운전자 청년 운전자 

방향을 

바꾼다. 

공통점 좌/우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키거나 끄기 전 

후에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기본 절차가 같다. 

차이점 좌/우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키고 

좌우를 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14 회 

중 4 회가 29%로 

나타났다. 

유턴 시 방향 

지시등을 키거나 

비상등을 킨 후 

고개를 돌려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을 총 

3 회로 100%로 

보였다. 

좌/우회전시 도로를 

살핀 후 자체적으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는 모습을 21 회 중 

7 회가 33%로 

나타났다. 

차선을 

변경한다. 

공통점 차선을 바꿀 시 방향지시등을 키기 전 후에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기본 절차가 같다. 

차이점 방향지시등을 키기 

전 백미러를 보는 

경우가 21 회 중 

2 회가 10%로 

나타났다. 

차선을 바꿀 시 

방향지시등을 키는 

모습이 21 회로 

100%로 관찰되었다. 

방향지시등을 킨 후 

차선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28 회 중 

21 회가 75%로 높게 

나타났다. 

차선을 바꿀 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는 모습이 32 회 중 

4 회가 13%로 

나타났다. 

멈춘다 차이점 멈춘 후 신호를 

대기하거나 HUD 

화면을 보는 등 다음 

운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멈춘 후 

다른 행동을 하는 

28 회의 행동 중 

60%에 해당하는 

17 회로 높게 보였다. 

멈춘 후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가 

관찰되어, 

고령운전자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 패턴이 

관찰되었다. 

주행한다 차이점 주행 중 좌우 도로를 

살피는 행위가 총 

24%에 해당하는 

21 회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유리를 닦기 위하여 

와이퍼를 조작하는 

등 시야 확보를 위한 

행동이 관찰되었다. 

주행 중에도 휴대폰을 

조작하는 행위가 

관찰되었다. 

6.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에 있어서 

상호작용 과정과 요소들을 청년 운전자의 운전 경험과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찰 

연구를 컨텍스트 인콰이어 (Context Inquire) 기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 운전자와 청년 운전자의 운전 행태 

차이점으로, 첫째로는 청년운전자는 과업에 대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과정을 보였다. 둘째로는 

고령운전자는 멈췄을 때에도 다음 운전을 준비하는 등 

운전에 대한 연속적인 과정을 행하여 안전성을 특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청년운전자와 차이점을 보였다. 

현재까지 본 연구는 표본 수가 부족한 한계점이 

있으나 향후 추가 관찰을 통하여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도 실험이나 설문조사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실제 

상황에서의 관찰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제 

상황인 도로 주행에서 평소 운전 행태를 관찰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청년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비교 하였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 경험과 관련하여 

실증적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HCI 방법론으로 제시 된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에 진행될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시 

상호작용 연구와 관련하여 그 기초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탐색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적 연구와 확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는 고령 운전자와 청년 운전자의 운전 경험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7.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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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Customer Journey Map 은 시간, 공간 및 상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시각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도이다. 이는 사용자의 경험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특정 터치포인트에서의 감정 상태를 포함한다. 

하지만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감정 측정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프로세스로 감정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Customer Journey Map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효율적인 개인 정보 측정을 도와주는 

Lifelogging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웨어러블 

장비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맥파 신호, 영상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맥파 신호에 대해 개인화 프로세스를 적용한 감정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량적인 감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Customer Journey Map 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제공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추후에 신뢰성 높은 사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Customer journey map is to visualize and to 

evaluate user’s behavior based on time, location, 

and context. The map includes the emotional 

state of specific touch, in which user experience 

could be clearly defined. However, emotion 

measurements depending subjective evaluation 

cannot reflect user’s situation and context in 

real time. This study proposes new on-line 

process of emotion measurement in customer 

journey map system. The system enables to 

perform lifelogging which help efficient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r 

information such as pulse wave signal, video 

and location information was acquired from 

wearable devices and android smartphone. Also, 

in order to acquire quantitative emotion 

information, emotion recognition algorithm 

using individualization process was applied on 

pulse wave signal. Finally, customer journey  

map was automatically created based on 

measured information and was offered through 

web client. In the future, the designed system 

can be applied system which require high 

reliability user information in real time. 

 

주제어 

Customer Journey Map, Lifelogging, W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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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사용되고 

있다. Customer Journey Map 은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툴로써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여정을 그린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서비스와 인터랙션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터치포인트(Touch Point)와 이 때의 

감정상태가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다[1]. Customer Journey Map 의 프로세스는 

분석 단계와 작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중 분석 

단계에서는 관찰조사, 인터뷰와 같은 기법을 통해 

사용자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관찰조사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법으로 관찰자가 사용자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기록하는 쉐도우 

트래킹(Shadow Tracking)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관찰자가 사용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숨겨진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가능하지만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자를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2]. 인터뷰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후에 질의를 통해서 조사하는 기법으로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용자의 정보는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여 정량적인 정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3].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성장과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Lifelogging 이 주목 받고 있다. 

Lifelogging 이란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공간 속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 

데이터로 쌓여가는 일상의 기록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4]. 이러한 점에서 Lifelogging 은 사용자의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Customer Journey Map 작성을 위한 

사용자 분석 기법에 Lifelogging 을 적용하여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임으로써 정량적인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Customer Journey 

Map 을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하드웨어 구성 

Customer Journey Map 작성 시스템에서 사용자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그림 1 과 같다. 

팔찌형 웨어러블 장비와 목걸이형 웨어러블 장비는 

각각 사용자의 맥파를 측정하고 감정을 인식하기 위한 

용도와 사용자의 정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각 장비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사용자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팔찌형 웨어러블 장비는 그림 2 와 같이 4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맥파는 100Hz 의 Sampling 

Rate 로 측정되며 블루투스 4.0 통신을 통해 맥파 

정보를 전송한다. 장비의 외형은 손목보호대를 

사용해서 손목에 착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림 2. 팔찌형 웨어러블 장비 구성 

 

목걸이형 웨어러블 장비는 Raspberry Pi B+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구성은 그림 3 과 같다.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Raspberry Pi Camera 모듈을 

사용했으며 640x480 해상도로 촬영하였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CSR V4.0 USB 블루투스 동글을 

통해 블루투스 4.0 통신으로 진행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 FTP(File Transfer 

Protocol) 통신을 이용하였고 이를 위해 ipTIME USB 

Wi-Fi 동글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크릴 케이스에 

목걸이 줄을 매달아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림 3. 목걸이형 웨어러블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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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위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웨어러블 장비 및 서버와의 통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4.0 이 탑재되고 무선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소프트웨어 구조 및 설계 

Customer Journey Map 시스템은 그림 4 와 같이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고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a), 사용자 정보 관리를 위한 사용자 정보 

서버(b), 취득한 사용자 정보를 Customer Journey 

Map 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성 시스템(c)으로 구성된다. 
 

 
그림 4. Customer Journey Map 시스템 구조 

 

분석 시스템(a)의 프로세스는 웨어러블 장비와 

스마트폰에 설치된 Customer Journey Map 시스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Journey M 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팔찌형 웨어러블 장비는 맥파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전송 받은 

맥파 신호를 통해 감정 인식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실시간으로 감정을 인식한다. 이 때 감정의 변화폭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를 터치포인트로 설정한다. 그 후 

감정 정보와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고 목걸이형 

웨어러블 장비에 영상을 촬영하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명령을 받은 장비는 1 분간 정면 영상을 촬영한 뒤 

FTP 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서버에 전송한다. 

최종적으로 분석 시스템에서는 감정 정보, 영상 정보, 

위치 정보를 추출한다. 
 

사용자 정보 서버(b)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MySQL),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FTP 서비스, 사용자의 정보가 웹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HTML 웹 서비스(Linux CentOS 6.5, 

Apache 2.2.15)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작성 시스템(c)는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Customer Journey Map 을 작성하고 이를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제공한다. 감정의 변화폭이 클 때를 

터치포인트로 설정하여 그 때의 감정 정보, 영상 정보, 

위치 정보를 시간 순으로 나타낸 형태로 작성하였다. 

 

2.3. Journey M 어플리케이션 

Journey M 은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Reference 

Data 를 측정하고 웨어러블 장비와 GPS 를 관리할 수 

있다. 각 버튼의 종류와 기능은 그림 5 와 같으며 모든 

버튼을 활성화한 뒤에 Start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시작된다. 측정 중에는 맥파 신호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된 정보를 사용자 정보 서버에 저장하는 

작업을 한다. 
 

2.4. 감정 인식 알고리즘 

감정 인식 알고리즘은 그림 6 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팔찌형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전송 받은 

맥파 신호에 대해 Peak Det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Peak 를 검출한다. 이 때 Peak Detection 알고리즘은 

연산을 줄임으로써 실시간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Raw Signal 에 대해 전처리 과정 없이 Peak 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5]. Peak 가 

검출되면 최대진폭 값과 PPI(Peak-to-Peak 

Interval)를 감정 인식을 위한 Feature 로써 추출한다. 

그 후 실시간으로 추출된 Feature 에 대해 사전에 약 

2 분간 측정한 사용자의 Reference Data 를 기준으로 

감정의 변화폭을 점수로 계산하고 현재 감정을 감정 

어휘로 정의하였다. 이 때 Reference Data 는 최대 

진폭 값과 PPI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사용되며 

개인화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중립밴드를 형성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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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ourney M 어플리케이션 기능 

 

 
그림 6. 감정 인식 알고리즘 프로세스 

 

첫 번째로 감정 변화폭을 점수화하기 위해서 

최대진폭 값과 PPI 에 대해 Z-score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 쾌-불쾌, 각성-이완의 점수로 표현하였다. 원 

수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z 값을 통해 사용자의 현재 상태와 Reference Data 의 

변화폭을 수치로써 계산하였다[7]. 이를 -100 부터 100 

사이의 점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z 값을 -3.0 부터 3.0 

사이로 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규화하였다. 따라서 

현재 감정 변수 값 x 에 대해 Reference Data 인 평균 

값 μ과 표준 편차 값 σ을 기준으로 감정 점수 SE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두 번째로 현재 감정을 정의하기 위해 Russell 의 

2 차원 감정 모델을 사용하였다[8]. 사용자의 중립 

상태를 의미하는 Reference Data 를 기준으로 

최대진폭 값을 쾌-불쾌 (x 축)에, PPI 를 각성-

이완(y 축)에 각각 매핑하였다. 이는 감정에 대한 평가를 

PPG 로 수행한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였다[6, 9, 10]. 

그림 7 과 같이 중립밴드를 기반으로 그래프의 사분 

면을 설정하였고 각 사분 면에 매핑된 위치에 따라 다섯 

종류의 감정 어휘를 정의하였다. 

 

 

그림 7. 최대진폭과 PPI 에 따른 감정 어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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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ustomer Journey Map 의 구성 

 

표 1. Customer Journey Map 의 영역 설명 

페이지 (Page) 영역 (Area) 설명 

Main Page Emotion Graph Area 사용자의 감정 점수를 쾌-불쾌, 각성-이완의 그래프로 작성 

Tooltip Area 현재 터치포인트의 영상 이미지, 감정 점수, 감정 상태를 

Tooltip 형태로 작성 

Russell Map Area 전체 터치포인트의 감정 점수를 Russell Map 에 매핑시켜서 

작성 

Location Area 현재 터치포인트의 위치 정보를 Map 형태로 작성 

Pop-up Page Video Area 현재 터치포인트에 대한 영상 정보를 Pop-up 형태로 작성 

Directory Page Emotion Percent Area 각 감정의 발생 비율을 도넛 그래프로 작성 

Video List Area 각 감정의 영상 정보를 Directory 형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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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작성된 Customer Journey Map의 예 

 

3. 결과 

Customer Journey Map 은 사용자 정보 서버에 

저장된 감정 정보, 영상 정보,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 

클라이언트는 총 3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는 

크게 7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페이지와 

영역은 그림 8 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1 과 

같다. Emotion Graph 는 측정 기간 동안의 감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원 형태의 포인트는 

터치포인트를 의미한다. 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해당 터치포인트의 정보가 Tooltip 의 형태로 

표현되고 Location 영역의 지도는 이 때의 위치로 

이동한다.  원을 클릭하면 해당 터치포인트의 영상 

정보를 Pop-up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Russell Map 

영역은 측정 기간 동안의 감정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하면 영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Directory 

Page 로 이동한다. 그림 9 는 실제로 작성된 Customer 

Journey Map 의 예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사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Lifelogging 을 활용한 Customer Journey Map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팔찌형 웨어러블 장비, 목걸이형 

웨어러블 장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 정보, 영상 정보, 위치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ustomer Journey Map 을 작성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개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개인의 Reference Data 를 바탕으로 감정을 

인식하여 정규화된 감정 점수와 감정 어휘를 정의하여 

정량적인 감정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둘째,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기억에 의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정보 측정을 위해서 관찰자가 사용자를 

따라다녀야 하는 쉐도우 트래킹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가 측정 중에 관찰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취득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Customer Journey 

Map 을 작성하여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제공해줌에 

따라 사용성 평가 과정이 간소화되고 장소에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정 정보, 영상 정보, 위치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다. 

 

본 시스템에서 취득하는 사용자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Customer Journey Map 의 

구성요소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이 아니라 참조적 

표상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으며 취득할 정보에 따라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용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을 바탕으로 추후에 신뢰성 

높은 사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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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본 연구는 사용자 및 전문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본 시스템을 실제 Customer Journey 

Map 의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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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신저자 

요약문 

강의시간배정문제는 오랜 기간 자동화를 위한 노력이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단순히 강의실과 

강의가능시간 간의 매핑 문제가 아닌 교과목간 

이수체계에 따른 필수 교과목, 선 후수 교과목 관계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동시수강 교과목들의 다양한 

후보집합, 강사들의 다양한 요구, 학생들의 선호도 등 

고려되어야 할 속성이 너무 많아 자동화가 쉽지 않은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강의시간배정문제를 하나의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닌, 각 단계별 입력에 맞추어 그 시점까지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피드백해줄 수 있는 대화식 

강의시간배정 진단시스템 설계문제로 바꾸어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필수, 준필수, 선택 여부 및 

선후수교과목 등 교과목 속성을 고려한 강의시간배정 

진단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매 단계별 입력 시 

사용자는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가능한지,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의시간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ABSTRACT  

Lecture time allocation problem has been trying 

for a long time is composed of numerous 

automation . But this is not simply a mapping 

problem between the classroom and the lecture 

time. This property is understood as a problem 

to be considered is not easy to automate so 

much. This paper can give some feedback 

which is Interactive Diagnostic System about 

levels of inputs and the problem at that levels. 

As a result users can get information about the 

problem in the lecture time allocation, and 

solution that how can solve the problems in 

every level. Thus it can help effective and 

efficient lecture time allocation. 

주제어 

강의시간배정, 교과목 속성, 대화식 진단시스템 

서론 

강의시간배정문제란 강의실 정보와 개설예정인 

강의정보 및 강사정보 등을 입력 받아 다양한 고려사항 

하에서 모든 개설예정 강의들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고려사항으로는 한정된 강의실과 강의시간, 

강사들의 다양한 요구, 학생들의 선호도, 교과목간 

이수체계 등이 있다. 

강의시간배정문제와 관련된 연구로 분산 제약조건 

만족 특성을 이용한 멀티에이전트 기반 강의시간표 

작성 시스템[1]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강의시간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데 의의가 있지만,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만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결과가 최적해가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강의시간표 작성문제에 대한 방법론 비교연구[2], 

취약성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자 중심의 코스 

스케줄링 기법[3]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했지만 강의의 

속성과 이수체계도를 고려한 강의시간배정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수체계도를 반영한 

교과이수지도도구에 관련된 연구[4]는 존재하였지만 

이는 강의시간배정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수강할 때 고려하는 

현실적인 제약사항들을 규칙기반으로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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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배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강의시간 

배정에 있어 이수체계과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선 후수교과목들을 반영하여 해결한다. 또한 

강의시간배정진단에 있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입력을 진행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호도에 대한 반영이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수강하게 되는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제안방법 

전체적인 제안 방법의 흐름은 Figure 1 과 같다. 

 

Figure 1 대화식 강의시간배정 진단시스템의 전체 

흐름도 

추출정보에서 준필수 교과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지만 이수체계도상에서 필수교과로 선정되어 

있진 않은 교과목을 의미한다. 이 준필수 교과목은 

3 년간 평균수강생정보를 통해서 추출하며 세부사항은 

진단과정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로 입력정보를 살펴보자. 전체적인 

입력정보는 Figure 2 와 같다. 입력정보는 

기본입력정보와 단계별 입력정보로 구분된다. 

기본입력정보의 경우 강의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강의실에 대한 정보는 강의실 이름, 강의실 

속성(이론/실습), 최대수용인원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입력정보는 강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강의에 대한 

정보는 강의시간배정, 강의실배정, 강의 요일, 강의별 

속성(이론/실습), 강사우선순위, 선 후수 교과목 수를 

담고 있다. 

 

Figure 2 입력정보의 구성요소 

두 번째로 설계조건을 살펴보자. 설계조건은 필수적 

규칙과 선택적 규칙으로 나뉜다. 필수적 규칙은 문제가 

발생시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한 규칙을 출력해준다. 필수적 규칙의 내용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필수적 규칙기반 

규칙 1 동일강사의 강의시간 중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규칙 2 동일강의실의 시간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규칙 3 수강인원이 강의실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대형강의실의 경우 최대수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칙 4 강의시간배정은 9:00 - 18:00 내에 이루어 

진다. 

규칙 5 실습강의의 경우 주당 최소한 1 번 이상은 

실습실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적 규칙은 문제가 발생시 해당 조건을 출력하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 

된다. 선택적 규칙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강좌가 동일 

강의시간에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시 우선순위가 높은 

강좌를 우선시한다. 선택적 규칙의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Table 2 선택적 규칙기반 

규칙 1 같은 학년의 전공강의들이 시간이 겹칠 경우 

다른 분반을 통해 모두 수강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규칙 2 강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강사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다만 강사의 우선순위는 강의실 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강의시간 배정에만 

영항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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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 강의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교과목 

속성(필수/준필수/선택) 에 따라 결정된다. 

규칙 4 강의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연결된 

후수강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후수강의가 2 개 이상 존재하는 

선수강의의 경우 우선순위를 높게 한다. 

규칙 5 강의의 네 번째 우선순위는 선수강의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세 번째로 진단과정을 살펴보자. 전제적인 

진단과정의 흐름은 Figure 3 와 같다. 

 

Figure 3 진단과정 

단계별 반복적인 입력이 수행되기 이전에 강의실에 

대한 정보가 입력, 저장된다. 강의실에 대한 정보는 

고정된 정보로 단계별 수행 전에 처리한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매 단계 입력이 진행되게 된다.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반복되는 과정은 

Figure 4 와 같다.  

 

Figure 4 매 단계 반복 수행 과정 

첫 단계에서 강의시간배정을 통해 교과목 속성을 

정한다. 필수와 선택에 해당하는 교과목 속성은 

이수체계도의 과정을 따르며, 준필수에 대한 기준은 

3 년간 각 교과목 수강생수를 이용한 모든 교과목의 

평균수강생수를 넘는 교과목으로 선정한다. 다시 말해 

각 교과목은 필수/준필수/선택 중 하나의 속성을 

가지게 되며, 그 속성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교과목 속성 구분표 

교과목 속성 세부 기준 

필수 이수체계도 상의 필수교과목 

준필수 매 단계에서 각 교과목의 3 년간 평균 

수강생수를 입력, 

입력된 모든 교과목의 수강생수의 

평균을 구한 후 해당 평균이 넘으며, 

필수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 

선택 이수체계도 상의 필수가 아니며, 

준필수에 해당되지 않은 교과목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된 강의시간배정에 대한 

입력정보 중에서 각 강의에 대한 강의실 가용여부를 

판단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필수적 규칙을 확인한다. 이때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문제사항을 출력 

후 종료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없을 시 문제가 

없음을 출력 후 네 번째 단계로 진행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적 규칙을 확인한다. 이때 네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문제 사항을 출력 

후 다음 입력을 받는 첫 번째 과정으로 반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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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복 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 즉각적인 수정과 강의시간배정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입력해야 할 강의시간배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강의시간배정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료구조가 생성 및 수정된다. 

입력되는 정보와 생성되는 자료의 사용은 Figure 5 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Figure 5 각각의 자료구조에서 처리하는 입력정보 

흐름도 

구현 및 실험결과 

위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테스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수체계는 동국대학교컴퓨터공학과 2015 년 

이수체계를 반영하였고, 3 년간 학생들의 수강신청 

정보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1~2013 년도 

정보를 사용하였다. 

입력정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강의실 

정보는 엑셀데이터로 입력되며 Figure 6 과 같다. 

 

Figure 6 강의실 정보 입력형태 

둘째 강의시간배정 정보는 엑셀형태로 입력되며 그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출력형태는 사용 강의실 사용 계획, 규칙위반 사항, 

최종 시간표로 구성된다. 

첫째 강의실 사용 계획은 Figure 7, Figure 8 과 같이 

현 단계까지 입력된 강의정보와 사용된 강의실의 

정보를 출력한다. 

 

Figure 7 현 단계까지 입력된 강의정보 

 

Figure 8 현 단계에서 계획된 강의실 정보 

둘째 규칙위반사항은 필수적 규칙기반과 선택적 

규칙기반에 기초한다. 필수적 규칙기반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시 해당 위반 규칙을 출력 후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용자의 다음 수정단계를 

요구한다. 선택적 규칙기반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시 

해당 위반 규칙을 출력 후 다음과정으로 계속 진행되게 

된다. 위반 규칙은 Figure 9 와 같이 출력된다. 

 

Figure 9 규칙기반에 대한 위반 정보 출력 

셋째로 위의 모든 사항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입력된 강의시간표를 텍스트로 저장해 준다. 

결론 

이 논문에서 소개한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시간배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화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각 사용자는 단계별로 강의시간 배정정보를 입력하고 

매 단계마다 위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강의시간 배정정보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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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대화식 

시스템이다. 

추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의시간배정에 있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목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강의시간 

배정문제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의와 선호하지 않는 강의가 구분이 되어, 

강좌의 폐강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정 강좌에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것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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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다중 디바이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설계에 대하여 소개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다수개의 디바이스의 구성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디바이스 프로파일 및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의 출력 형태를 

판별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비스 

콘텐츠의 형태와 서비스 제어 방법을 적응적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파일 및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량화를 수행하고, 사용성 측정을 

위한 벤치마킹 테스트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지는 다수개의 디바이스 간의 

실시간 출력 정보 동기화 뿐만 아니라 최종 출력 형태의 

동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합된 각 디바이스들은 서로간의 실시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통하여 현재 사용자 콘택스트에 

적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플랫폼 

디자인에 대하여 설명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multimedia contents 

service platform based on multi-device 

environment. In this study, on user’s view point, 

service system automatically recognizes device 

configuration and determines optimal rendering 

form in current configuration based on profiling 

method. We introduce adaptive processing of 

contents considering user’s profile and device’s 
profile to make it have optimized rendering 

result and controlling method. Based on the 

process, it can achieve synchronized 

performance not only in information aspect but 

also in output form. By exchanging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devices, our platform 

support to have an output result which is 

suitable for current user’s context.  

주제어  

다중 디바이스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프로파일 
정량화 

서론 

최근 들어 한 개인이 가정 또는 업무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다중 디바이스 

환경을 대상으로 디바이스 간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또한 사용자가 작업 디바이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디바이스간 콘택트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작업이 끊김이 없이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3,4,6,7].  

이러한 연구들은 보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다중 

디바이스 환경을 사용하고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하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1,10]. 다중 기기 환경 내에서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에 참여하는 각 디바이스의 

성능과 특성을 고려한 현재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 출력 

형태의 판별과 사용자의 콘텍스트를 고려한 정보의 

동적인 변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 및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대한 정량화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용성 벤치마킹 

테스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실제 다중 기기 

환경을 이용한 서비스 구현 사례를 중심으로 다중 

디바이스 간 정보 공유 및 교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사용자 프로파일 및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량화   

 사용자 프로파일의 구성 요소는 선호 상호작용 방법, 

상호작용의 숙련도, 선호 디바이스 그리고 선호 콘텐츠 

레이아웃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선호도 및 숙련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D 제스쳐, 

3D 제스쳐, 포인팅 디바이스 제스쳐, 마우스 및 

키보드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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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및 숙련도를 평가한다. 선호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정량화는 사용자에게 2-D/3-D 기반의 레퍼런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각 상호작용에 대한 수행 

단계 수를 측정하여 진행한다. 특정 작업을 서로 다른 

상호작용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시간을 측정하여, 해당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숙련도를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상호작용 방법 별 숙련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공되는 작업은 특정 상호작용 방법에 

특화되지 않도록, 3D 객체를 이동/회전/크기 조절과 

같은 단순한 작업을 사용자에게 실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숙련도에 대한 정량화는 전문가/비전문가 모두 

대상으로 랜덤하게 표본을 20 명을 추출하고, 평균완료 

시간과 편차를 구하고, 평균에서 편차 범위의 최대 

시간을 0, 최소 시간을 10 으로 하여 수치화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사용자 프로파일  

 

사용자의 서비스 별 선호 디바이스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선호하는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하였다. 레퍼런스 서비스들을 선정하고, 

사용자에게 각 레퍼런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에 선호도가 높은 디바이스의 유형을 설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화면의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레퍼런스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레이아웃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자의 속성 정보로 이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선호하는 레이아웃은 화면의 크기와 화면의 해상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텍스트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레퍼런스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 내 텍스트의 크기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설문을 통하여 사용자가 현재 

제일 선호하는 레이아웃을 사용자 속성 정보로 

이용하였다.  

 

 

그림 2. 디바이스 프로파일 

디바이스 프로파일 구성 요소는 서비스 콘텐츠 처리 

성능, 네트워크 성능, 지원 상호작용 방법, 화면 크기 

그리고 이동 가능성 여부이다.  서비스 콘텐츠 처리 

성능은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적인 화면 갱신률을 기준으로 해당 

디바이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서버에서 처리하는 

원본 콘텐츠의 화면 갱신률을 기준으로 각 디바이스의 

성능을 수치화함. 원본 콘텐츠의 화면 갱신률에 가까울 

수 록 10 에 가까운 수치를 갖고, 서비스 이용에 

최소한의 성능(15fps)를 갖는 경우를 0 으로 하였다.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평가는 레퍼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정 데이터 전송 및 수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치화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원 

상호작용 방법은 2-D/3-D 제스쳐 상호작용, 포인팅 

디바이스를 이용한 제스쳐 상호작용에 대하여 평균 

사용자의 수행 단계수를 이용하여 정량화를 진행하였다. 

지원하는 않는 경우 0 으로 하여 정량화 하여 

진행하였다. 이동성은 데스크톱 PC 와 스마트 TV 와 

같이 서비스 이용시 이동이 불가능한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디바이스로 분류 하였다. 이로서 사용자 프로파일과 

디바이스 프로파일에서 정의된 16 가지 속성 중 

13 개의 속성에 대하여 정량화를 진행하여 속성 항목 중 

81%를 정량화하였다.  

 

벤치마킹 테스트(BMT) 개발 및 실험   

사용자 프로파일과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서비스 콘텐츠의 형태와 

서비스 제어 방법을 적응적으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벤치마킹 테스트를 개발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자 프로파일과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기반한 적응형 서비스 환경 마련이 사용자에게 유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다준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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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BMT)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레퍼런스 

콘텐츠, 레퍼런스 디바이스, 레퍼런스 상호작용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기본 사용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분석 후, 이를 현재 사용자에 맞도록 적응형 변환을 

수행함. 변환된 콘텐츠를 레퍼런스 디바이스와 

레퍼런스 상호작용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성을 측정하고, 

결과를 사용자의 기본 사용성과 비교하여 적응형 

변환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평가한다.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벤치마킹 테스트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테스트를 위해 설계한 레퍼런스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2-D 이미지 기반 서비스 : 2 차원의 이미지 중심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이미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콘텐츠임. 이미지의 해상도는 화면 전체 크기 

및 그림의 배치를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조절됨 

•  2-D 이미지 + 2-D 텍스트 기반 서비스 : 2 차원 

이미지와 텍스트가 적절하게 혼합이 된 콘텐츠.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는 화면의 크기, 해상도 및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재배치됨  

•  2-D 사용자 인터페이스 + 3-D 이미지 서비스 : 

3차원 가상 환경을 메인으로 하며, 3차원 공간 내을 

객체를 생성 및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2차원 

기반으로 제공함  

그림 3은 벤치 마킹 테스트의 전체 프로세스를 나타낸 

도표이다.  

 

그림 3. Benchmarking Test의 개발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4 와 같이 크게 서버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버의 주 역할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관리, 사용자 프로파일과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관리이다. Context manager 는 

시금 현재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구성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현재 요청한 서비스 정보의 

최적화된 출력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ontext manager 가 출력 형태 정보를 Multimedia 

Contents Manager 에 전달하고, Multimedia 

Contents Manager 는 각 디바이스에서 재생될 

실시간 멀티미디어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스트리밍 

형태로 대상 디바이스에 전달한다. 이 때, Multimedia 

Contents Managers 는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환경 변화 시 데이터의 해상도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동기화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UI 의 형태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근거로 

적응적으로 생성된다. 또한 상호작용 형태 역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선호도에 근거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다중 디바이스 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 

사용자는 MIMO 환경에서 서버를 중심으로 한 

디바이스 간 동적인 정보 교환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각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 컨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렌더링 

결과와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서비스 중에 동적으로 출력의 형태를 제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통하여 다중 

디바이스 간의 컨택스트가 공유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서비스 시스템에서 고려한 다중 디바이스 간 

컨택스트 공유의 시나리오는 아래 4 가지 경우이다.   

• Case 1: 사용자가 주 디바이스에 출력된 장면 

이미지 내에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고 부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 Case 2: 사용자가 주 디바이스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 중 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시점 재생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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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연관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Case 4: 단일 modal의 정보가 다중 디바이스에서 

분산된 형태로 동기화 재생되는 경우  

 

Case 1 의 경우의 예는 다중 사용자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2차원 콘텐츠를 감상하는 

경우, 한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통하여 영역 

내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해당 부분이 확대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경우, 대형 

디스플레이는 현재 사용자 그룹 내 사용자의 시점이 

공유되는 영역이고, 스마트 폰은 개인 사용자 시점 

영역이다. 서버는 개인 사용자의 개인 시점 영역의 

영상 정보를 개인 디바이스 출력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로서, 

사용자는 공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동기화된 

형태의 개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부 디바이스를 이용한 개인 

시점영역의 시각화의 예시이다.  

 

 

그림 5. 부 디바이스를 이용한 개인 시점 영역 

시각화 예 

이때, 사용자가 이용하는 정보가 다중 레이어 영상 

정보인 경우, 부분 영역에 대한 확대 뿐 아니라 각 

레이어의 정보들을 탐색 할 수 있다.  

Case 2 의 경우의 예는 다중 사용자가 공유 디바이스에 

같이 비디오 콘텐츠를 감상하는 경우,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다른 시점을 설정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Case 3 의 경우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함에 

있어서 부가정보가 다중 디바이스에서 분산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공유 

디스플레이로 설정된 대형 티비를 이용하여 영화를 

감상하면, 현재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가 개인 

디바이스에서 출력된다. 또한 사용자가 자막 정보를 

요청하면 개인 디바이스에서 자막이 공유 디바이스와 

시점이 동기화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동기 또는 

비동기적으로 출력될 수 있다. 그림 6 은 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고, 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콘텐츠의 상세 정보 및 자막 

정보를 제공받는 예이다. 자막 정보는 주 디바이스의 

재생 시점과 동기화되어 부 디바이스에서 출력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상세 정보 및 자막 

표시 예 

Case 4 의 경우는 단일 모달 정보가 다중 디바이스에서 

분산된 형태로 동기화 재생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 소리 정보가  한 개 이상의 디바이스의 

사운드 장치에서 동기화된 형태로 출력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상 정보가 다수의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영역에 걸쳐서 출력되도록 사용자는 설정 

할 수 있다. 그림 7 은 하나의 영상 정보를 다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7 다수의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영상의 출력  

 이와 같이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디바이스 특성 및 개인 선호도에 따른 작업의 할당 

동기화 형태를 지정함으로써, 사용자는 단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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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디바이스 환경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설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지는 디바이스를 단일 디바이스처럼 

동작하도록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각 디바이스 성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다중 디바이스 서비스 마련을 위한 사용자 

모델 생성 및 환경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한 실제로 구현된 다중 

디바이스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함으로서,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형태와 설계 가이드 라인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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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드론의 시야를 1 인칭으로 공유하는 
텔레프리젠스 시스템을 다룬다. 드론에 부착한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착용한 
가상현실 장비(VR 기기)로 전송된다. 또한 카메라는 
드론의 비행방향과 독립적으로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여 움직임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였다. 드론은 적절한 크기와 효율적인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직접 디자인하여 3D 프린터로 출력 
하였다. VR 기기는 구글 카드보드와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버산업, 헬스 케어 등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realistic telepresence system 

using a first person view (FPV) drone. Video camera 
attached to the drone is transmitted in real-time to user 
wearing virtual reality equipment. In addition, the 
camera has a wide field of view by moving to track the 
user ’ s head movements independently of the flight 
direction of the drone. Drone was designed directly for 
the appropriate size and efficient storage space. And it 
was printed using a 3D printer. Display for virtual 
reality was implemented using the Google cardboard 
and Android smartphones. The project can take 
advantage of the entertainment field. Furthermore, it 
will be a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silver industry, 
health care. 

주제어  

Virtual Reality Equipment, Drone, Head tracking, 
Realistic Telepresence 

 

본문 

1. 서론 

드론과 가상현실기기(VR 기기)는 최근 로봇 시장 
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드론은 무인비행체로 군사용, 항공촬영, 가까운 
배송,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그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프레임을 직접 
설계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으며 오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비행을 구현하였다. 다음으로 가상현실 
기기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장비로써 
주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현재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보통 머리에 착용하여 분할된 디스플레이 
영상을 양쪽 렌즈를 통해 확대하여 봄으로써 마치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영상을 수신, 두 개로 분할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이 분할 된 
영상을 VR 기기를 통해 보게 함으로써 드론의 시야를 
1 인칭 시점으로 공유하였다. 또한 이때 드 론에 달린 
카메라가 VR 기기 착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여 보다 실감나는 1 인칭 시점을 
구현하였다.  

2. 헤드트래킹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VR 기기를 착용한 
사용자의 머리 회전에 따라 드론에 부착된 Pan-Tilt 
Camera 를 움직이고자 하였다. 사용자 머리 움직임에 
따른 각도를 산출하고 Pan-Tilt 의 서보모터를 
제어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때, 머리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조종에 의해서도 카메라의 시점이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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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조종으로 인한 시점 변경과 머리 
움직임으로 인한 시점 변경이 둘 다 존재할 때 
사용자가 보다 자연스러운 탑승감을 느낄 수 있기에  
추가로 보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탑승자는 핸들 조작으로도 시점이 변하지만 고개를 
돌려 동시에 다른 곳을 볼 수도 있다. 같은 원리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드론에 실제로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그림 1. 헤드트래킹 시스템 

 

2.1 헤드트래킹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과 드론에 
부착한 Pan-Tilt Camera 가 무선통신을 통해 같은 각도 
값으로 움직이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크게 송신부 
그리고 수신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송신부는 
사용자의 머리에 위치하여 관성센서로 각도 값을 
산출하며 수신부는 드론에 탑재되어 송신부로부터 
받은 센서 값으로 Pan-Tilt Camera 를 제어한다. 각각의 
과정을 처리하기 위한 임베디드 보드는 크기가 작고 
가벼운 Arduino Nano 를 사용하였다. 송신부와 수신부 
간에는 RF 통신 모듈로 무선 통신이 되고 Arduino 
Nano 와 RF 통신 모듈 간에는 SPI 통신, 그리고 
Arduino Nano 와 관성센서 간에는 I2C 통신이 
사용된다. 송신부에서는 센서로부터 Pitch, Yaw 각도를 
산출한다. 각각 산출한 세 자리 각도 값을 
1000*Yaw+Pitch 로 처리하여 하나의 패킷으로 
전송한다. 수신부에서는 이를 받아 앞의 세 자리와 
뒤의 세 자리로 분리하여 서보모터를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 관성 센서는 자이로와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를 하나의 모듈에 합쳐놓은 GY-86 을 
이용하였다. 그림 2 는 전체적인 헤드트래 킹 시스템 
블록도이다. 

 

그림 2. 시스템 블록도 

Pan-Tilt Camera 의 서보모터는 최대각 160 도, 스피드 
0.10sec/60 도(6V), 토크 2.5kg-cm(6V)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드론의 하드웨어 구조로 인하여 
Pitch 값은 40 도에서 120 도까지, 그리고 Yaw 값은 
30 도에서 130 도까지 움직이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Pan-Tilt Camera 의 서보모터 초기 값은 정면을 
바라보도록 제한 범위의 중앙값인 80 도로 설정하였다. 

2.2 자이로센서 

자이로 센서(Gyro Sensor)는 처음에 설정한 일정 
방향을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의 방위 변화를 
측정한다. x, y, z 축으로 각각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그 각도 값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림 3. 자이로센서 드리프트 발생 이유 

 

 그런데 자이로 센서는 각도 값이 아닌 각속도를 
측정하므로 원하는 각도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적분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이 생긴다. 노이즈 등 측정값에 에러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이 오차가 적분 시에는 누적이 
되어 결과 값이 드리프트(Drift) 되는 현상이 생긴다. 즉, 
자이로 센서에서 측정되는 각속도를 이용하면 그림 
3 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의 오차가 생겨 각도 
값이 변한다. 본 논문에서는 Pan-Tilt Camera 가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그림 4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관성 센서의 자이로 
센서만을 이용해 pitch 각도 값을 출력해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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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등 측정 값의 에러와 적분 오차의 누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 값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점점 발산해 버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드리프트 발생 

 

2.3 가속도 센서 

가속도센서(Acceleration Sensor)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상세하게 감지할 수 있다. 가속도 센서의 출력 
신호를 처리하여 물체의 가속도, 진동, 충격 등의 동적 
힘을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x, y, z 3 축의 가속도를 
측정 하였다. 기본적으로 가속도 센서는 가만히 정지한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z 축 
방향으로 G 만큼 크기를 가진 값을 출력한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값은 기울기를 나타낸다. 즉, 원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자이로 센서의 값은 기울기어진 각도 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점이 평행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때 
측정되는 값은 원점의 가속도 값이 각 축의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울기 값을 나타내기 힘들다. 
즉, 정지하지 않고 물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가속도 
센서 만으로는 원하는 각도 값을 얻어낼 수가 없다. 
그림 5 는 y 축 방향으로 45 도 기울인 상태로 z 축 
방향과 x 축 방향으로 약 0.707G 로 동일한 크기의 
가속도가 측정된다. 

 

그림 5. z 축 방향으로 G 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가속도 
센서 

 

2.4 상보필터(Pitch 축 제어) 

자이로 센서는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고 가속도 
센서는 노이즈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각 센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Pitch 값을 
출력했다. 그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식 (1)과 같이 
상보필터를 이용하였다. Pitch 값은 출력할 각도(deg), 
gyrData(deg/sec)는 자이로 값, dt(sec)는 적분할 시간, 
accData(deg)이며 pitch (deg)는 이전 각도 값을 
의미한다. 

 
                                     (1) 

그림 6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관성센서를 이용해 
Pitch 각도 값을 산출한 그래프이다. Acc 그래프는 
가속도 센서 만을 이용하여 각도를 산출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실제 값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당한 
노이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Gyro 그래프는 자이로 센서 만으로 각도를 산출한 
그래프이다. 각속도 값을 적분하여 각도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값이 크게 변하는 급격한 구간은 
없지만 작은 진폭으로 실제 값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Com 그래프는 상보필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가속도 센서 값에 비하여 
노이즈가 줄어 실제 값에 가깝게 수렴하였고 자이로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드리프트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식 (1)에서 0.98 과 0.02 는 비중을 다르게 두기 
위한 상수 값이다. 가속도 쪽에 곱해지는 상수 값은 
0.02 로 상대적으로 작고 자이로 값과 이전 각도 값의 
합에 곱해지는 값은 0.98 로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순간적인 변화에 민감한 가속도 값의 비중을 낮춰 
노이즈 줄이고 자이로 값과 이전 각도 값을 더 
신뢰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그림 6. 상보필터로 보정한 pitch 값 

 

2.5 지자기센서 

지자기 센서(Terrestrial magnetism sensor)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센서가 x, y, z 3 축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 다른 센서들과 마찬가지로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285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3 축 방향의 센서 출력 벡터 합으로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앞서 Pitch 값은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값을 보상하였다. 하지만 가속도 센서는 
Yaw 축의 각도 값을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Yaw 값의 
보정은 가속도 센서를 대신하여 지자기 센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기 센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소들로 인하여 
노이즈도 많이 발생하며, 초기 Calibration 을 수행한 
위치에서 고정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될 경우 무의미한 
값이 출력 되어 매번 다시 Calibration 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자기 센서를 통한 보정으로 Yaw 축을 
제어하였을 경우 한 축만 움직여도 다른 축도 의미 
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Pitch 축과 Yaw 축을 모두 이용하므로 센서를 고정 
시킬 수 도 없었기 때문에,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자이로 센서만으로 Yaw 축의 헤드트래킹을 
구현하였다. 

 

2.6 Yaw 축 제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자기 센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Yaw 축 제어 시 자이로 센서만을 사용하였다. 이 
때 드리프트 문제와 더불어 자이로 센서만을 사용해 
산출한 각도가 실제 각도에 상당히 못 미치는 현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림 6 에서 Gyro 그래프를 보면 
실제 값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Acc 그래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을 
착안하여 적분 시 누적되는 자이로 센서의 값에 상수 
배를 해줌으로써 변화 폭을 증가 시켜 실제 값에 
가깝도록 하였다. 그림 7 은 Pitch 로 그 효과를 
검증해본 그래프이다. 실제 값이라 볼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Pitch 값으로 이를 검증해 보았다. x2, 
x3 은 각각 두 배, 세 배 상수 배하여 출력한 그래프이다. 
누적되는 자이로 값에 상수배를 하자  진폭이 증가하여 
실제 값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적분 시 누적되는 값의 상수배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값을 추종하기 
위한 보정을 해주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두이노 송신 
부 Reset 시 자이로 센서를 Calibration 하도록 하여 
해당 위치를 초기 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하였다. 실제로 착용하고 사용할 때는 드리프트로 
인한 오차를 체감할 수 없으나 움직임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초기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 때는 송신부를 
Reset 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  머리의 
Yaw 축 회전 각도 크기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송신부 아두이노를 부착한 머리띠를 
착용함으로써 센서가 정수리 부근에 위치 하게 하였다. 
센서와 사용자의 Yaw 축을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한 
것이다.  

 

3. 무선영상전송 

본 눈문에서는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VR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드론에 무선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해 탑재하였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수신한 영상을 두 개로 분할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3.1 영상전송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영상 송신부를 드론에 탑재해야 되는 본 논문의 
특성상 크기가 작으면서도 영상 전송이 가능한 사양의 
임베디드 보드(Intel Edison)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임베디드 보드는 본래 
사물인터넷용으로 Wi-Fi, Bluetooth 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어 무선네트워크 구성에 
수월하였다. 그 중 영상전송을 하기에는 Wi-Fi 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Hotspot 을 이용해 네트 워크를 
구성하였다. UVC (USB Video Class)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임베디드 보드는 이로부터 영상을 
읽어와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트리밍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8 은 무선영상전송의 전체 적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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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영상전송 블록도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임베디드 보드는 임베디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서는 Emutex Lab 에서 
Debian “ wheezy ” 를 기반으로 만든 배포판인 
Ubilinux 를 올려 사용하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Hotspot 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그림 9 와 같이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임베디드 보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9. 네트워크 구성 

 

3.2 MJPG-Streamer 

본 논문에서 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위해 MJPG-
Streamer 를 사용하였다. MJPG-Streamer 는 IP 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JPEG 파일을 스트리밍 
해주는 command line application 도구로 RAM 이나 
CPU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리소스를 가진 임베디드 
기기에서 사용된다. MJPG-Streamer 는 입출력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는데 입력 플러그인은 
JPEG 이미지를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memory 
location 에 복사하고, 출력 플러그인은 그에 따라 
제공된 단일한 JPEG 파일을 처리하거나 그것들을 
MJPG 기준에 따라 스트리밍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존재하며 MJPG-
Streamer 를 사용하면 단일한 입력 플러그인에서 하나 
이상의 출력 플러그인으로 복사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플러그인으로는 연결된 웹캠으로부터 
JPG 프레임을 capture 해주는 input_uvc.so 를 
사용하였고 출력 플러그인으로는 HTTP 1.0 
webserver 의 역할을 하여 MJPG 기준에 따라 

스트리밍을 해줄 수 있는 output_http.so 를 사용하였다. 
그림 10 과 같이 -f, -r, -p 등으로 옵션을 주어서 프레임 
수, 해상도, 포트번호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0. MJPG-Streamer 실행 

 

3.3 Application  

그림 11 은 VR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이다. 임베디드 보드에서 
HTTP 로 영상을 스트리밍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URL 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1. 어플리케이션 URL 입력 

 MJPG-Streamer 를 사용하면 http://보드에 할당된 
주소 값:포트번호 /?action=stream 의 URL 형식으로 
MJPG 영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할 당된 주소 값만 입력하면 되도록 처리하여 
놓았다. 할당된 주소를 입력하면 영상을 두 개로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이 때 스마트폰의 화면에 
꽉 차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사용한 카메라 화질의 
한계와 VR 기기를 사용하면 렌즈를 통해 확대하여 
보게 되므로 화질이 더욱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그림 12 와 
같이 영상 주변으로 검은 배경을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눈의 피로를 덜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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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분할된 영상 디스플레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 1 초에 수십 프레임 이상의 
속도로 화면을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SurfaceView 를 
사용해 MJPG 를 출력할 수 있는 View 를 구현하였다. 
또한 HTTP 로 영상을 스트리밍 하였기 때문에 아파치 
HttpClien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HTTP 요청 처리를 
단순화하여 구현하였고 안드로이드의 비동기 
처리방식인 AsyncTask 를 이용 하여 영상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네트워크/쓰레드를 구현하였다.  

 

3.4 영상전송 성능 평가 

   무선영상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 프레임수와 영상크기를 
조절하였으며 평균적으로 20fps, 320x240 으로 설정해 
전송하면 사용자의 위치에서 드론이 보이는 트인 가시 
구간 약 30m 정도까지는 딜레이를 체감할 수 없이 
영상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주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Intel 
Edison 보드가 Dual Band 를 지원하므로 보통 
2.4Ghz 대역의 Wi-Fi 네트워크가 많이 존재하는 
실내에서는 5Ghz 대역을, 실외에서는 2.4Ghz 대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시야를 1 인칭 시점으로 
사용자와 공유하는 텔레프리젠스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그림 13. 드론 설계도 

 

드론의 비행 시간을 늘리고 Pan-Tilt Camera 부터 
임베디드 보드 등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그림 13 과 
같이 프레임을 직접 설계하였으며 모터, 베터리, 
변속기 등 가장 적합한 부품 선정하였다. 그림 14 는 
각각 본 논문에서 개발한 드론의 윗 모습과 앞 
모습이다. 드론에 부착한 Pan-Tilt Camera 가 
VR 기기를 착용한 사람의 머리를 따라 움직임이고 
실시간으로 드론의 시야가 공유됨으로써 사용자는 
마치 드론에 탑승한 것과 같이 느끼게 된다.  

 

 

그림 14. 완성한 드론의 위/앞 모습 

이 시스템은 HMD 를 활용한 FPV 게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버산업, 헬스 케어 등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다. 그림 15 는 전체 시스템 
블록도이다.  

 

그림 15. 전체 시스템 블록도 

향후 연구로는 Yaw 축 제어 시 센서의 값을 보다 
정밀하게 보정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무선영상전송으로 스마트폰을 VR 

기기로 사용하고 헤드트래킹은 외부에 관성 센서를 

추가하여 구현하였다. 하지만 정확도는 보다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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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무선영상전송과 헤드트래킹을 함께 구 

현하는 방법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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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T 기술의 발달과 적용으로 인해 차량 인터페이스는 

점차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운전자의 주관적 

의견에 기인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관적 평가 

방법론은 편리하고 결과의 측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잡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차량 

내 조작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human-computer interaction 관점 및 

human factors 관점의 문헌연구를 통해 주요한 관점 

및 측정 변수를 선정하였다. 평가 모형은 complexity 

dimension 과 interface evaluation 

dimension 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점에서 

측정변수를 도출하였다. 측정변수는 Functional 

factor 에서 5 개, behavioral factor 에서 6 개, 

structural factor 에서 13 개를 도출하였다. 

ABSTRACT  

Advancement of technology is introducing 

new and more complex in-vehicle interfaces 

and system. However,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in-vehicle 

interfaces by mean of subjective general 

evalu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ncounter 

the underlying problems of the interface when 

interacting with it.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evaluation framework 

that enable to measure and evaluate the 

complexity of in-vehicle interface when 

interacting with it. The research is conducted 

based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human factors theories. The evaluation 

framework takes into consideration two 

dimensions: complexity dimension (structural 

and relational) and interface evaluation 

dimension (functional, behavioral, and 

structural). Based on those dimensions, 

measurement variables were selected, 

presenting 5 measurement variables for 

functional factor, 6 for behavioral factors, and 

13 for structural factors.   

주제어 

조작복잡도; 인터페이스 복잡도; 인터페이스 평가; 

 

1. INTRODUCTION 

첨단 IT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차량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In-Vehicle 

Information Systems (IVIS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ADAS) 등의 새로운 시스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운전자에 도움이 되는 편의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이점을 지니는 반면, 차량 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점차 복잡해지게 되어 운전자가 시스템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증가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주행과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차량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 시스템 적용으로 인한 

인터페이스의 복잡성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차량 인터페이스의 

조작복잡도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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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차량 환경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차량 인터페이스의 영향력을 주관적 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평가해왔다. 주관적 관점에 기인한 연구 

방법론은 차량 인터페이스가 운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내기는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도라는 

개념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관련된 이론적 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3 장에서는 차량 내 조작 과업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4 장에서는 

2 장 및 3 장에서의 분석 내용을 통해 도출된 복잡도 

평가 관점 및 평가 지표들을 제안할 것이며, 5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및 결론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2. RESEARCH BACKGROUND  

2.1. Complexity 

복잡도의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정의는 상이하며, 각각의 분야마다 복잡도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게 나타난다 (Cummings, 

2010).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내에서도 복잡도의 

개념을 의미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잡도의 

정의는 해당 도메인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들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Liu & Li, 

2012). 

Henneman & Rouse (1986)에 따르면, 

HCI 분야에서의 복잡도 연구 유형은 크게 비 행동적 

복잡도 (Non-behavioral complexity)와 행동적 

복잡도 (Behavioral complexity)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비 행동적 복잡도 연구는 특정 계의 상태적 측면에 

집중한 연구이며, computational complexity, 

software complexity, physical system complexity 

등이 주요한 연구 영역이다. 행동적 복잡도 연구는 특정 

계의 복잡도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 심리와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관점의 복잡도 연구이며, 

perceptual complexity, problem-solving 

complexity, task complexity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복잡도의 개념은 객관적 

복잡도와 주관적 복잡도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 (Li 

& Wieringa, 2000). 객관적 복잡도는 기술적으로 

설계된 특징과 상황적 요소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는 

복잡도이며, 주관적 복잡도는 주어진 객관적 복잡도를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정도의 개관적 복잡도 

수준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른 

정도의 주관적 복잡도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과업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Rasmussen and 

Lind). 

복잡도의 관점에서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 Xing (2004; 2005; 2007)의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Air Traffic Control (ATC) 

display 의 복잡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복잡도를 관찰자와 3 가지 기본 요인 (size, variety, 

rules)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총 9 가지의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지표의 경우 구체성이 부족하며, 실제 평가를 통해 

해당 평가 지표들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선정된 

지표들은 항공기의 ATC display 라는 특수한 영역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사용이 전제되는 시스템에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Kemps (1999)의 연구에서는 복잡도가 visuo-

spatial working memory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적인 요인 (quantitative factors)의 

경우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구성적 요인 (structural 

factors)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ullis (1984; 1985)의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 4 가지 

형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overall density, local 

density, grouping, layout complexity 가 복잡도 및 

효과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Michilidou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수, 

링크의 수, 단어의 수, 색깔의 다양성을 웹 페이지의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Yoon 

et al., (2015a; 2015b)에서는 차량 내 

정보디스플레이가 지니는 시각적 복잡도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것이 운전자의 정보탐색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HCI 분야에서의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구성 요소들의 양적인 

측면 요인 (quantitative factors)과 관계적 측면 요인 

(relational factors)의 관점으로 복잡도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두 가지 

관점으로 복잡도의 요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2.2. Interface design and evaluation method 

Rasmussen (1985)는 다양한 정보와 기기들로 인해 

복잡한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접할 때 처하는 상황들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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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러므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능적 

속성을 수단과 목적 (means and ends)의 관점에서 

추상화 계층(abstraction hierarchy)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이 때 낮은 수준의 추상화 단계는 구체적 

물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추상화 

단계는 이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관점에서 추상화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특정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살펴본 Gero (1990)의 관점과 

유사한 맥락이 존재한다. Gero (1990)의 연구에서는 

Function – Behavior - Structure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설명하였다. Function 은 특정한 

시스템 혹은 인공물 (artifact)의 기능이나 목적과 

관련된 것이며, Structure 는 해당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Bahavior 는 

시스템의 기능이나 목적  (function)을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행동 혹은 구조 (structure)에서 기인하는 

특성이다. FBS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예측되는 행동과 구조에서 도출되는 행동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구조의 디자인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description 까지 나타내게 된다. Ham 

(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FBS 프레임워크를 

과업복잡도 (Task complexity)를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과업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생각하고, FBS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과업의 기능적 측면은 과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으며, 구조적 측면은 

과업이 설계된 구조, 행태적 측면은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행해야하는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FBS 프레임워크는 과업 수행이 이루어져야하는 

인지적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적용하여 활용될 수 있다. 

3. ANALYSIS ON IN-VEHICLE INTERFACE 
AND TASK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주행 맥락 내에서의 운전자의 

안전이다. 따라서 (1) 주행 과업(Manual Driving)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작(Non-driving Related 

Task) (2) 하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액션이 취해지는 정보 시스템, (3) 혹은 이와 가까이에 

조작부가 배치되어 있어 관계성을 보이는 시스템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 시스템의 조작 

및 정보 확인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구현된 스티어링 휠 

전면부와 센터페시아 영역에서의 조작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5 년 내로 출시된 29 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스티어링 휠 및 센터페시아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FBS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Function 관점 

차량 인터페이스 평가에 있어서 function 관점의 

요인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운전자가 조작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기능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표 1. 차량 내 지원 기능 분류 

분류 기능 

주행 보조 

시스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활성화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량 내 

정보 

시스템 

Trip 컴퓨터 표시 기능 

엔터테인먼트(라디오 및 음악) 기능 

네비게이션 기능 

전화 송/수신 기능 

차량 내 

물리 환경 

조작 

시스템 

공기조화 시스템 기능 

시트 및 스티어링 휠 열선 활성화 기능 

Multi-Functional Display 설정 기능 

차량 내 기능은 먼저 주행 퍼포먼스 및 안전 향상 

목적의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번째 

분류는 차량 내 정보 시스템으로 설정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세번째 분류는 차량 내 물리 환경 조작 

시스템으로, 공기조화나 열선 활성화 등 차량 내 물리 

환경을 조작하여 운전자의 육체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3.2. Behavior 관점 

차량 인터페이스를 FBS 프레임워크의 behavioral 

관점은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혹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즉,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Knob 를 돌리는 등의 조작 

행동은 단순히 조작 기기의 동작 원리에 의거하여 

발현되지 않으며, 해당 기능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행동 관점에서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것은 곧 이 기능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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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기능의 조작적 속성은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볼륨, 온도와 같이 수치화된 Interval 

내에서 수준 조절을 하는 속성, 정해진 몇 가지의 모드 

간 이동을 수행하는 Nominal 속성, 그리고 

Multifunctional Display 와 같은 GUI 내 아이콘 조작 

및 기능 실행과 같은 Graphical 속성이 있다. 

Nominal 방식은 단일 기능만을 수행하는 

Monomial 방식, On/Off 와 같은 두 가지 수준을 

제공하는 Binomial 방식, 셋 이상의 모드 변경을 

지원하는 Multinomial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차량 내 기능의 속성에 따른 분류 

속성 설명 

Interval 속성 

수치화된 Interval 내에서 수준 

조절 

x) 온도 조절, 볼륨 조절 

Nominal 

속성 

Monomial 
명시된 한가지 기능을 실행 

Ex) 음성 인식 기능 실행 

Binomial 

조작에 따라 2 가지 모드가 

번갈아 가며 실행 

Ex) ADAS 기능 On/Off 

Multinomial 

조작에 따라 셋 이상의 모드가 

번갈아 가며 실행  

Ex) 풍향 모드 변경 

Graphical 속성 

GUI 내 아이콘 및 기능을 선택 

Ex) Multifunctional Display 

내 아이콘 선택 

 

3.3. Structure 관점 

Structure 관점에서 인터페이스 설계 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시스템의 물리적인 배치나 시각적인 

속성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인터페이스 내의 조작 버튼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을 

구분하면, 버튼 위치와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버튼 위치에 따른 분류 

버튼 위치에 따른 분류는 물리적으로 스티어링 휠, 

센터페시아, 센터 콘솔부로 나눌 수 있다. 스티어링 휠 

영역의 버튼들은 차량 조향 중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스티어링 휠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콘솔부의 

조작기기 또한 변속 레버 근처에 위치하여 주행 

자세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내 

multi-functional Display 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센터페시아의 

조작 버튼은 주행 자세보다 다소 앞으로 몸을 기울여야 

조작이 가능하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버튼들을 

가까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영역 내 조작 

기기의 배치는 차량의 디자인적인 목적이나 각 차량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능에 따라 차량 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지원하는 기능들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위치에 따른 차량 내 조작 영역  

 

 버튼 유형에 따른 분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차량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버튼의 종류는 상이하다. 차량 

인터페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7 가지의 

유형의 버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버튼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multifunctional display 를 조작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multifunction knob (그림 2-ㄱ), 주로 

음량이나 온도 조절 목적으로 존재하며 360 도 

회전하는 continuous knob (그림 2-ㄴ), 풍량이나 

풍향 등 정해진 수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discrete 

knob (그림 2-ㄷ), 주로 반복해서 누름으로써 수준 

조절을 지원하며 그 상태를 해당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push button (그림 2-ㄹ), on/off 

기능에 주로 사용하여 버튼을 누르면 시각적으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push lock button (그림 2-ㅁ), 

스위치를 위아래로 튕기어 수준 변화를 할 수 있는 

up/down Switch(그림 2-ㅂ), 엄지로 굴려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thumb wheel (그림 2-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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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작 버튼 종류. ㄱ)Multifunctional Knob, 

ㄴ)Continuous Knob, ㄷ)Discrete Knob, ㄹ)Push 

Button, ㅁ)Push Lock Button, ㅂ)Up/Down Switch, 

ㅅ)Thumb wheel  

 

 

4. RESEARCH FRAMEWORK 

4.1. Basic factors 

본 연구에서는 복잡도 및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차량 내 조작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표 3). 복잡도 

관점에서는 Quantitative factor 와 Relational 

factor 를 선정하였으며, 인터페이스 설계의 관점에서 

Functional factor, Behavioral factor, Structural 

factor 를 선정하였다. 

4.2. Evaluation matrix 

본 연구에서는 차량 조작 인터페이스를  Functional,  

Behavioral, Structural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조작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주요 변수 

 Factors Definition 

Complexity  

Dimension 

Quantitative factors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량 혹은 크기적 측면의 요인 

Relational factors 시스템 구성 요인들의 관계적 측면의 요인 

Interface 

Design 

Dimension 

Functional factors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된 요인 

Behavioral factors 
사용자의 목적 달성 또는 기능 수행을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또는 시스템의 구성으로 인한 요인 

Structural factors 시스템의 물리적 혹은 그래픽적 설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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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Quantitative 와 Relational 차원의 

측정 변수를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측정변수의 분류 및 정의는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Functional dimension 내의 변수는 주로 function 

및 task 와 관련된 것으로써, quantitative 변수는 

number of functions, number of non-related 

functions, number of task 를 선정하였으며 (Li & 

Wieringa, 2000), relation 변수는 number of 

different function groups, overlap between 

functions 를 선정하였다 (Coskun, & Grabowski, 

2005). 

Behavioral dimension 에서는 주로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Quantitavie 측면에서는 number of controller 

types, quantity of direct feedback, quantity of 

visual feedback, number of interaction type 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Ranganathan & 

Campbell, 2005), relational 측면에서는 number of 

combination of interaction types, variety of 

interaction type 을 선정 하였다 (Sasangohar et al., 

2010; Hürst, & Darzentas, 2012).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측면의 조작 복잡도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structural 

dimension 의 변수 선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Structural dimension 은 주리 시스템의 물리적 혹은 

그래픽적 설계와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Quantitative 변수로는 number of controllers, size 

of controllers group, number of displays, display 

size, number of control group, number of single 

function controllers, 및 number of 

multifunctional controllers 를 선정하였으며 

(Newman, 2003; Li & Wieringa, 2000; 

Sasangohar et al., 2010; Coskun, & Grabowski, 

2005; Schlick, et al., 2010; Wackerbauer, 1994), 

relational 변수로는 percentage of digital 

information, distance between displays, distance 

between control device and controllers, spacing 

between controllers, location of navigation, 및 

location of display 를 선정하였다 (Colle & Hiszem, 

2007; Li & Wieringa, 2000; Sasangohar et al., 

2010; Xing, & Manning, 2005; Schlick, et al., 

2010). 

5.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차량 내 인터페이스에서의 조작 

복잡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human-computer 

interaction 및 human factors 관점에서의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페이스 평가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잡도와 

관련된 연구 분석을 통해 Quantitative factor와 

relational factor를 선정하였으며,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 분석을 통해 functional 

factor, behavioral factor, structural factor를 

선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관점에서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변수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해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차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복잡도 평가를 위한 이론 

모형 구축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조작 복잡도 수준 

차이가 차량 내 조작 과업 및 주행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통해, 모형을 적합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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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omplexity 

Dimension 
Metric Definition 

Functional 

Q 

No. of functions 
Number of different functions that the user 
interface can perform 

No. of non-related functions 
Quantity of function that is not related to the main 
function of the interface. (e.g.: AIDAS function on 
Entertainment section) 

No. of tasks 
Quantity of different type of task that the user can 
perform through the UI 

R 

No. of different function groups Number of functional groups that is presented 

Overlap between functions Quantity of functions that can be perform by 
different function group (e.g.: volume up on the 
steering wheel and main entertainment equipment) 

Behavioral 

Q 

 No. of controller types The number of different type of controller. (e.g.: 
button, scrolls, touch panel, etc.)  

Quantity of direct feedback Quantity of controller type that provides direct 
feedback when interacting (not visual) 

Quantity of visual feedback Quantity of controller type that provides only visual 
feedback  

No. of interaction type 
Quantity of different type of interaction method 
that the UI has.  

R 

No. of combination of interaction 

types 
Quantity of combination of interaction method to 
control the UI.  

Variety of interaction type The variety of interaction that the system requires. 
(e.g.: Touch, button, scroll)  

Structural 

Q 

No. of controllers 
The total number of buttons, scrolls, touch panels, 

etc. that enables the control of the system 

Size of controllers group The size of the set of controller group 

No. of displays 

The variety of display that the system has. (E.g.: 

direct manipulation interface, indirect visualization 

based interface) 

Display size The size of the interactive display 

No. of control group 
The quantity of controller groups with regard to 

their functionality 

No. of single function controllers 
The quantity of controllers that has a single 

function (e.g. on/off) 

No. of  multifunctional controllers 

The quantity of controllers that can be applied for 

different task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system. 

(e.g. up/down navigation controller) 

R 

Percentage of digital information 
The percentage of space that digital active 

information covers 

Distance between display 
The distance that exist between each display. (in 

case there are more than two displays) 

Distance between control devices 

and controller 

The distance that exist between control device 

(display) and controller. (if they are not together) 

Spacing between controllers 
The space that is given between single controllers 
(not controller groups) 

Location of navigation display 
The location of the display use to indicate 
navigation information (if they exist) 

Location of function groups 

(entertainment) 
Location of the controller that is used to manipulate 
the enter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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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Smart 

Product Design Process, SPDP)를 소개한다. 우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대표적 온라인 사이트 Smadi(과거), 

Sblog(현재), 그리고 Wsite(미래)에서 비구조화된 웹 

데이터(WebData)를 추출하여 오픈코딩(open coding) 

방법으로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주요 키워드들을 

토대로 SQFD (Smart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수행하여, ‘키워드-사용자 요구사항’의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밴드와 본체의 

분리’, ‘미디어 컨트롤 기능’ 등의 핵심 요구사항들은 RP 

(Rapid Prototyping)의 도움으로 3 단계 사용자 평가를 

거치면서, 손목의 피로도를 줄이는 고급스러운 웨어러블 

밴드, 듀엣(DUET)으로 개발하였다. 현재 스마트폰(Android, 

iOS)과 연동되는 듀엣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공감(empathy)’과 ‘즐거움(fun)’ 이라는 컨셉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트랜스미디어(Transmedia)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Indiegogo 와 S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PPL (Product 

Placement)로 홍보하며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또한 ‘페이스북-듀엣’을 72 일동안, 

그리고 ‘구글 키워드 마케팅’을 10 일 동안 

운영하면서, 사용자들과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mart product design 

process for a wearable device to provide 

empathy and fun to users. As the first step,  

keywords were extracted using open-coding 

methods from text WebData of online sites for 

wearable devices, Smardi, Sblog, and Wsite. 

The Smart Quality Function Deployment 

(SQFD) was then applied to prioritize the 

keywords and corresponding user requirements. 

The key user requirements such as ‘separable 

band from core module’ and ‘function for 

media control’ were then materialized into a 

wearable band, DUET, using rapid prototyping, 

and refined through three stages of user 

evaluation. DUET connectable to iOS and 

Android smartphones was introduced by a 

storytelling transmedia videoclip by experts 

with a theme of empathy and fun. It was also 

advertised on a cloud funding site, Indiegogo, 

and through a PPL in S entertainment program, 

and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urther 

detailed analysis of user responses was 

performed for 72 days through the operation 

of facebook-DUET site and for 10 days 

through Google keyword marketing which 

derived various levels of user activities. 

주제어 

스마트 프로덕 디자인 프로세스(SPDP), 웹데이터(WebData), 

SQFD, RP,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서론 

초연결사회(Hyper Connectivity)에서 새로운 가치 

및 연결의 확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터넷 사용자 

그룹, 네트워크 조직들은 인간과 인간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양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2,11,15]. 

또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 또는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 방식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개념과 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또한 사람, 사물,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까지 연결하여 

확장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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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람들은 서로의 정보 공유 및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경험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스마트 프로덕트[13]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9]. 또한 복잡한 사회적 관계, 문화적 환경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리 

가능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스마트 프로덕트의 제품 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가 급격하게 단축됨에 따라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스마트 프로덕트 또는 관련 서비스의 

개발은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 사회과학, 공학,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 가능한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SPDP)를 제안한다. 우선, 트렌드에 민감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개발하는 시간과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주문 생산(built to order)’ 방식의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통해 

제작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듀엣(DUET) 개발 및 

다양한 미디어[7] 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프로세스를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의 

연구방법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은 이 

프로세스의 간략한 개념도이다.  

 

그림 1. 스마트 프로덕트 제작 프로세스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공감, 즐거움의 요소를 도출하도록 제안되었다. 

또한 스마트 프로덕트를 통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트렌드에 민감한 스마트 프로덕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웹데이터를 적용한 스마트품질기능전개(SQFD) 
분석 

첫 번째 연구 방법은 스마트 프로덕트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급변하는 트렌드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사이트 분석 방식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한다.  

선정된 사이트들은 Smardi (www.smardi.com), Sblog 

(Blog.naver.com), Wsite (www.engadget.com)이다 

(그림 2). 

 

 

그림 2. Smardi, Sblog, Wsite 의 웹데이터 추출 방법 

Smardi 는 스마트 기기 시장의 한계를 넘어 대체 가능한 

아이템으로 LINK band[16]를 개발하고 소개한 사이트이다. 

사용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문제점 및 필요 기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Smardi 사이트에서 

파악한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여 가까운 ‘사용자들의 과거 

관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스마트 프로덕트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Sblog 는 온라인 

상에서 블로거들의 후기 또는 리뷰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사이트이다. 텍스트 데이터들은 

주로 ‘사용자들의 현재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외 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Wsite 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기능 및 디자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 프로덕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제품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Marketing Sales

Design

Web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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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Wsite 의 데이터는 

‘사용자들의 미래 관점’을 파악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위해 웹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위의 세 가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였다. 

비구조화된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는 근거이론분석(Grounded 

Theory Analysis)[3] 중 오픈 코딩(open cod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Smardi 사이트에서는 102 개, 

Sblog 에서는 86 개, 그리고 Wsite 에서는 190 개의 

키워드가 도출하였고 또한 영문 사이트인 Wsite 는 

분석 후 한글로 번역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는 스마트품질기능전개(SQFD) 방법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품질(Quality)-기능(Function)’ 
요소들이 ‘키워드-사용자요구사항’[1]으로 대체되며 

‘기능(Function)-웹데이터(WebData)’간의 상관관계 

로 적용되었다. 그림 3 은 SQFD 에서 도출한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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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터치 버튼 ● ○
F6 PC, 가죽 ○ ○
F7 Micro USB 5pin B ●
F10 터치 스크린 ◎
F11 시계 화면의 모양 ● ●
F12 표준홀더와 코어모듈 분리 ● ● ○ ● ○
F13 밴드 타입 ◎ ● ● ● ●
F14 홀더, 밴드 색상 ●
F15 이메일, SMS, 전화, LED, 배터리 설정 ●
F19 지정된 연락처 전화걸기 ◎
F20 앞/뒤 방향, 재생/정지 ●
F21 시리, S-보이스, 퀵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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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 품질기능전개(SQFD) 적용 사례 

 

그림 3 에서 세로축인 기능(function) 항목들은 기술 

(technology), 경험(experience), 그리고 서비스(service)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기술 항목들은 주로 Smardi 

사이트를 통해 LINK band [16]를 제작하면서 

적용했던 필수 기능들을 고려하여 ‘통신방식’, ‘지원 

OS’, ‘TTS  (Text To Speech)’ 등의 키워드 

형식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경험 항목들은 ‘깔끔한’, 
‘독특한’, ‘편안한’ 등을 포함하며, 주로 Wsite 에서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항목에는 

‘미디어컨트롤’, ‘메시지 읽어주는 기능’ 등이 

포함하였다 (그림 4). 

한편, SQFD 의 가로축은 웹데이터 분석 항목들로써 

‘제품 선호도’, ‘사용 패턴’,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데이터 패턴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도출된 항목들은 문제점이나 잠재적인 고려 

사항들을 형태를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정리되었다. 

각각의 항목들은 F1, F2 등의 기능 항목과 Bd1, Bd2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인용번호(표 1 참조)를 

기입하여 각 항목들의 소스를 추출하여 제품을 

제작하는데 제공하였다. 그리고 ‘기능-웹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1(), 3(), 

5()로 고려하여 합한 값을 숫자로 표현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Function

E xper ience Serv iceTechnology

통신방식

배터리 용량

센서방식

입/출력 장치

최신 유행

깔끔한

알림 기능

사진 촬영

앱 바로실행

내폰 찾기

독특한

비상연락

사진촬영

미디어컨트롤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

편안한

방수설계

지원 OS

사이즈

제품재질

충전방식

색상

전화받기/거절

방수설계

무게

사이즈

제품재질

충전방식

TTS
(Text To 
Speech)  

그림 4.  기능(Function) 분석 체계 사례 

 

웹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된 SQFD 분석 결과는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잠재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의 중요도를 정리하였다. 표 1 은 SQFD 분석 

결과값을 연관 높은 점수 순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 

및 제품의 사용성(usability)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표 1. SQFD 결과: 사용자 요구사항 중요도 우선순위 

번호 요구사항 인용번호 

1 충전 시 마다 밴드와 본체를 

분리해주어야 하는 불편함 F12:E -Sblog:Bd19 

2 시계 기능이 있었으면 F11:E -Wsite:Bd2 

3 밴드 디자인이 심플했으면 F14:E -Sblog:Bd18 

4 진동모드로 전화, 메시지 알림을 

확인했으면 

F4:T -Wsite:Bd1 

F13:E -Wsite:Bd6 

5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은 재생 및 일시 

정지 가능 
F20:S -Sblog:B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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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컨셉 구성 

다음의 연구방법은 웹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타깃 사용자들이 ‘공감(empathy)’하고 

‘즐거움(fun)’을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10]을 

적용한 트랜스미디어[7] 컨셉으로 구성하였다.   

스토리텔링[10]은 우선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최근 

관심 분야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용자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특히 사용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여러 분야 사람들에게 흥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사용자 시나리오들은 SQFD 의 

요구사항들과 부합되어 스마트 프로덕트 영상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 및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트랜스 미디어[7]를 

활용하였다. 텔레비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핵심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써 제공하는 ‘융합형 미디어 

확장’ 형식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랜스미디어[7] 제작의 목적은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들 

간의 양방향 소통 및 지속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요구사항들을 시각화하였다.  

‘공감(empathy)’하고 ‘즐거움(fun)’의 요소들을 

트랜스미디어에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현실적인 

활용도를 전달한다. 또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역할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를 확보한다.  

트랜스미디어 제작 과정은 시스템 전문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미디어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미디어 기업, SBS 방송사의 협업 

과정을 진행하여 간접 광고(Product Placement, 

PPL)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다(그림 5).  

스토리 작성 동영상 제작
 

그림 5.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트랜스미디어 제작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트랜스미디어 

제작은 사용자에게 진정한 공감, 감동, 그리고 즐거움을 

전달함으로써 컨셉 스토리의 진실성(trust)을 담고자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트랜스미디어 제작 및 홍보’[7]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RP 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 프로덕트를 

제작하기 위해 SFQD 의 결과값과 트랜스미디어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실물 사이즈의 컨셉 디자인 

제작이 용이한 초고속조형기술(Rapid Prototyping, 

RP)[8,14]로 진행하였다. 초고속조형기술은 구현하기 

쉽고, 작동하는데 편리하며, 프로토타입 상태에서도 

디자인의 세부사항들을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제작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6).  

방송작가 1차검증

Ideation Usability
사용성테스트

time

Investm
ent

SKETCH PROTOTYPE

디자인평가의 중요성
Value of Design evaluation

QFD

평가 평가

Feedback

2차검증

 

그림 6. RP 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세스 (a)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제작과정에서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토타입(Prototype), 제품의 

기능이 구현 가능한 워킹 목업(Working Mock-Up) 

형태로 제작 과정으로 사용성 검토 수행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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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제작은 SQFD 를 통해 사용자들이 실제 

필요하는 기능적 측면을 적용하였다. 트랜스미디어 

제작을 위한 감성적 경험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제작 프로세스는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그리고 Mock-up 제작 

3 단계로 진행하였다(그림 7). 

Mock-up 제작디자인 Mock-up 제작디자인

Mock-up 제작디자인 Mock-up 제작디자인

1 2

3 4

 

RP를 기반으로 한 Mock-up 제작(3차)

사용자 평가

Mock-up 제작디자인 RP를 기반으로 한 Mock-up 제작(2차)

디자인(2차)

 

그림 7. RP 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프로세스 (b)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의 최종 산출물로 

듀엣(DUET)은 사용자 요구사항들과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크기, 그립감, 그리고 촉감 등을 고려하여 

손목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실크인쇄, 도색, 

그리고 도금 등의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표준홀더와 

코어모듈의 교체 타입으로 선정되어 제작되었다(그림 9). 

코어모듈 기능은 미디어 컨트롤, 카메라 촬영, 녹음기 

실행, 비상연락 알림, 미아 찾기, 전화도착, 

메시지도착 알림, TTS, Fake Call 등이 

포함되었다(그림 8). 이렇게 개발된 스마트 와치 

듀엣(DUET)은 스마트폰(Android, iOS)와 연동된다.  

전화도착 알림

메시지도착 알림

스마트폰 분실
방지 알림

스마트폰 찾기

ㄴ
앱 바로실행

미디어 컨트롤

비상연락 알림

카메라 촬영

녹음기 실행

TTS

Fake Call

미아 찾기

코어모듈

블루투스 4.0

 

그림 8. 코어모듈의 주요 기능 

 

Charger-Dock

Core-Module

DUET
SMART WATCH DESIGN

 

그림 9. 듀엣 3D 렌더링 

 

듀엣(DUET)을 이용한 트랜스미디어 제작 및 홍보  

듀엣(DEUT)을 소개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컨셉에 적합한 장면(scenes)을 구성하고 트랜스미디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공감(empathy)’과 ‘즐거움(fun)’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트랜스미디어 동영상 #1(그림 10)은 듀엣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Indiegogo 에 새로운 프로젝트 형태로 

업로드 되어 사용자들의 반응을 확인 중이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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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듀엣 동영상#1: 클라우드 펀딩 Indiegogo 에 

업로드 

 

‘동영상#2: 듀엣(DUET)과 아침’은 20-30 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워킹우먼, 제인(Jane)은 듀엣 밴드의 

알람 기능, ‘진동모드’ 상태에서 일어난다. 듀엣을 

손목에 착용하여 몸의 동작 자세 및 움직이는 동작을 

신경 쓰며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면서 

듀엣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아침을 시작한다 

(그림 11).  

 

그림 11. 동영상 #2 듀엣(DUET)과 아침: 모닝콜과 

메시지 확인 (Indiegogo) 

‘동영상#3: 듀엣(DUET)과 음악’, 그리고 ‘동영상#4: 

듀엣(DUET)과 나만의 시간’은 방송계에 종사하는 

시나리오 작가와 협의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12 와 그림 13 은 2015 년 5 월 29 일부터 3 주 

동안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PPL (Product 

Placement)로 적용되었다. 사용자들에게 즐거운 

상황을 연출하여 손목에 착용한 듀엣을 작동함으로써 

홍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타겟유저
- 50~ 60대 중년 남성

시나리오
- 화창한 봄날 오후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 스마트와치를 사용하여
- 늦게 도착하는 친구에게 전화

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음악을
즐긴다.

 

그림 12. 동영상 #3 듀엣(DUET)과 음악: PPL(1)  
(S 방송사 불타는 청춘 2015.05.29(금), 오후 11:30 방영분) 

 ‘동영상#3: 듀엣(DUET)과의 음악’은 50-60 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다. 주인공 존(John)은 화창한 

봄날 공연장에서 함께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린다. 

스마트폰으로 20 분 정도 걸린다는 연락을 받은 후, 

듀엣으로 ‘미디어플레이’를 재생시켜 음악을 듣는 

장면을 보여준다. 

한편, 동영상#4 는 존(John)이 점심을 먹고 

해변가에서 승마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승마 중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듀엣으로 

‘통화도착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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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유저
- 50~ 60대 중년 남성

시나리오
- 점심을 먹고 난 이후
- 해변가에서 말을 타며
- 맴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기 위해
-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멤버

의 전화를 받으며 전화받기 기
능을 선보인다. 

 

그림 13. 동영상 #4 듀엣(DUET)과 나만의 시간: PPL(2) 
(S 방송사 불타는 청춘 2015.06.12(금), 오후 11:30 방영분)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Indiegogo 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PPL)을 통한 듀엣 홍보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특히, 듀엣의 코어모듈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동모드 알람기능(#1)’, ‘미디어재생기능(#2)’, 
그리고 ‘전화도착 알림기능(#3)’을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으로 알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타깃 

사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을 이용한 홍보 및 
검증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SPDP)의 마지막 

단계는 페이스북(Facebook)과 구글 키워드 마케팅을 

통해 듀엣을 홍보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듀엣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은 2015 년 4 월 19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총 72 일 동안 운영되었다. 표 2 는 

‘페이스북-듀엣’을 방문한 사람수와 방문 횟수를 

24 일 간격으로 세 번의 날짜를 통해 증감률을 

비교하고 있다. 첫 번째 기간 동안 (4.19-5.13) 

듀엣을 방문한 사람은 339 명, 방문횟수는 

344 번이고, 두 번째 기간 (5.14-6.6)에는 첫 번째 

기간과 비슷하게 376 명이 방문하여 400 번 

방문횟수를 보여준다. 세 번째 기간 동안 (6.7-

6.30)에는 첫 번째 기간과 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하며 방문자 수가 574 명, 방문횟수가 

624 번으로 확인하였다.  

표 2. 페이스북 - 듀엣(DUET) 방문자수와 방문횟수 

기간 4.19- 

5.13 

증감률 

(%) 

5.14-

6.6 

증감률 

(%) 

6.7- 

6.30 

방문자수 339 10 376 52 574 

방문횟수 344 16 400 55 624 

 

방문자수에 대한 이전기간 대비 증감률(%)은 

10%에서 52%로, 방문횟수는 16%에서 55%로 증가하였다. 

그림 14 는 방문자의 수와 방문횟수의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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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페이스북-듀엣 방문자 수와 방문횟수 결과 

다음의 표 3 은 ‘페이스북-듀엣’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이벤트 동영상 등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업데이트 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으로 ‘좋아요’의 ‘클릭(click)’ 횟수를 확인한 

기간으로 전반부(4.19-5.24)와 후반부(5.25-6.30)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콘텐츠 업데이트 수’는 

48 개에서 73 개로 52.08% 증감률을 보였다.  

 ‘좋아요-클릭(click)’ 수는 208 개에서 642 개로 

208.65%의 증감률을, ‘좋아요-팬(fan)’ 수는 

95 명에서 680 명으로 615.79%의 증감률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듀엣 팬(fan)’은 듀엣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등 듀엣에 

대한 ‘적극적인 인터랙션 홍보 및 참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팬’들의 후반부 역할은 

615.79%의 폭발적인 증감률로 대변된다. 

표 3. 페이스북 - 듀엣(DUET) 액티비티 수 

기간 4.19-5.24 

(A) 

5.25-6. 30 

(B) 
*증감률(%) 

콘텐츠 

업데이트 수(개) 
48   73   52.08 

좋아요 수(개) 208   642   208.65 

좋아요 팬 수(명) 95   680    615.79 

증감률(%) :  

 

다음은 듀엣을 홍보하기 위한 구글(Google) 키워드 

마케팅 조사이다. 구글 마케팅은 2015 년 5 월 

15 일부터 5 월 25 일동안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클릭수는 244 개, 노출수는 107,918 

그리고 클릭률은 0.23%의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4). 

클릭수는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수이고, 노출수는 

검색결과 페이지 또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다른 사이트에 광고가 게재된 수이다. 또한, 클릭률은 

사용자들이 게재된 광고를 본 후 광고를 클릭한 

빈도수를 나타낸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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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듀엣 홍보를 위한 구글 키워드 마케팅 결과 

기간 클릭수 노출수 클릭률(%) 

5.15-5.25 244 107,918 0.23 

 

 

그림 15. 듀엣 홍보를 위한 구글 키워드 마케팅 검증 

페이스북을 이용한 듀엣 홍보 및 검증은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깃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지속적인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구글 키워드 검색 마케팅도 효과적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연결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품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Smart 

Product Design Process, SPDS)’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밴드, 듀엣(DUET)을 개발하였고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의 트랜스미디어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적극적인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SPDP 는 아래의 6 단계로 진행되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대표할 수 있는 

사이트(Smardi, Sblog, Wsite)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오픈코딩 방법으로 분석하여 

총 378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도출된 키워드들을 통해 

스마트품질기능전개(SQFD)를 분석하여 ‘밴드와 

본체가 분리’되고, ‘진동모드로 전화, 메시지 알림 

기능’ 등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추출하였다.  

• 사용자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트랜스미디어를 통해 컨셉을 

구성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RP를 이용하여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고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듀엣(DUET)을 

개발하였다.  

• 듀엣 홍보를 위해 트랜스미디어 동영상을 

제작하여 Indiegogo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PPL에 

적용하였다. 

• 마지막으로, 두 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구글 키워드 검색 마케팅을 통해 듀엣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연결사회에서 제품 트렌드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SPDP)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스마트 프로덕트를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참여 및 

협업 과정을 통해 디자인 문제를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관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스마트 프로덕트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 접근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경쟁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마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의 활용은 스마트 프로덕트 및 관련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면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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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CAD 활용 향상을 위한 사용자중심의 인터페이스 연구 
Development of user oriented mobile CA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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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바일 기반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은 그 사용자의 

넓은 범위, 즉 3D 프린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서부터 전문가 중심의 3D 저작도구에 익숙한 

사용자들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서비스 지향적 

속성에서부터 전문가적 도면 저작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심도 있는 관점에서의 

사용자 경험 분석과 함께 보다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제시 될 수 있는 

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은 

캐드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모바일 

상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Mobile 3D printing application should cover 

object manipulating functions with its service 

oriented properties and users. The users can 

be considered not only experts but also 

novices. Thus,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sign 

guidelines for natural user interfaces of the 

CAD ap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a 

guideline for designing interface of mobile 

CAD application based on existing works on 

general interfaces of mobile devices. With 

contribution to mobile interfac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the guideline can provide 

practical rules for designers. 

주제어  

Mobile CAD User Interface, Smart device, 3D 

printing 

1. 서론 

   최근 3D 프린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CAD 

(Computer-Aided Design)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되는 CAD 작업이 데스크탑 기반의 작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10 인치 이내의 제한된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별도의 입력장치가 

없으므로, 데스크탑 환경에서와 같이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경우, 높은 휴대성과 연결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여러 사용자와 손쉽게 도면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이 데스크탑 환경과 모바일 환경은 다양하게 

차이점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바일 상에서의 

CAD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모바일 CAD 는 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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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CAD 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를 

선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 환경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상에서의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인터랙션 방식과 메뉴 및 

아이콘 배치에 대한 기존 연구 조사를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의 Simple NUI(Natural User 

Interface)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배경연구 

2.1.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의 레이아웃 설계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레이아웃은 단지 UI(User 

Interface) 요소들, 이를테면 정보 오브젝트나 

버튼들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는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바일 CAD 어플리케이션은, 그 

화면의 구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 선택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전달하여야 한다[1, 2].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가장 먼저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애플에서는 Human Interface 

Guideline(이하 HIG)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3]. 

 

그림 1. 중요도에 따른 디스플레이 위 정보 

오브젝트의 배치 순서 

 

1.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볼 때의 시선은, 

좌-상단에서부터 우-하단의 방향으로 흐른다. 

따라서 그림 1. 에서처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오브젝트는 좌-상단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화면 구성요소의 시각적인 무게중심과 요소 간 

균형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대적인 중요성을 

전달해야 한다. 시각적인 무게중심은 정보 

오브젝트의 사이즈와 색상 등으로 변화되는데, 

통상적으로 큰 사이즈의 오브젝트는 작은 

사이즈의 오브젝트에 비해 보다 시선을 끌어 

중요하게 여겨지기 쉽다. 또한 큰 사이즈의 

버튼들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에 해당 기능을 특별히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3. 주요한 정보 오브젝트들을 기본 해상도 및 

사이즈에서 사용자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스크롤이나 줌-인/아웃 없이도 중요한 정보를 

화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적 해부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간적 구성 문제에 있어서 

애플은 평면적 레이어를 기초로 한 적층형 구조를 

기본 형태로 권장하고 있다 [그림 2.]. 매우 평면적인 

디자인의 버튼이나 반투명 뷰(View) 등, iOS 

운영체제의 특징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드러나는 

HIG 의 철학은 명확한데, 같은 계층에 위치한 

레이어에서 높낮이를 느낄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레이어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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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사용자는 이미 화면 내 가상의 객체를 다루는 

방식에 익숙하다는 믿음에 기반하여, 구조적인 배치와 

구분을 통해 구성 요소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 권장하는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구글의 경우 레이어를 기본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애플과 유사하지만, 실제 물리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애플과 다른 면을 나타낸다. 구글의 디자인 

원칙인 Material Design(이하 MD)는 디스플레이 

내에 현실 세계의 물리 공간을 충실히 모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이는 현실세계의 감각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가상 공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4].  

MD 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컨셉은 3D 공간 내에 

위치한 2D 평면, 다시 말해 ‘책상 위에 놓인 인쇄된 

종이’를 그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인쇄물 등에 

활용되는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차용하였으며, 활자, 

격자, 공간과 종이의 크기와 색상, 이미지 등이 정보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애플의 공간 구성이 가상의 개념적 공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면, 구글의 경우에는 실제 3D 공간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볼 수 있다. 

    

그림 3. Google과 Apple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간 개념 차이 

 

예를 들어, 현실 공간의 종이를 모사한 구글의 

Material Design 의 경우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표현해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데 반해, 레이어 간 

구조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Human Interface 

Guideline 의 경우 바탕의 화면 전체를 어둡게 

처리해 경고 화면 자체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전달하려는 

사용자의 경험이 현실 세계의 충실한 모사인지(MD), 

가상 공간에 최적화된 인터랙션인지(HIG) 목표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구글의 공간 은유적 정보 노출 방식은 상황에 

따라 과제의 수행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인지적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복잡한 수준의 공간적 인지를 요구하는 

모델링 작업에서는 오히려 인지적 부하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기는 하나, 

어플리케이션의 주된 정보 오브젝트인 CAD 모델은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과정을 통해 현실세계의 

오브젝트로 전환될 모델이기도 하다. 때문에 3D 

모델의 Viewer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3D 모델이 

존재하는 화면의 내부 공간은 애니메이션, 질감 

등에서 실제 물리 공간을 충실히 모사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MD 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원칙을 비중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이 관점이 

인터페이스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3D 공간이 주요한 요소가 될 모바일 Simple CAD 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에는, 사람이 3D 공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1]. 현실공간은 3 차원 이지만, 사실 중력으로 

제한된 지면, 다시 말해 2D 평면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공중에서 날아가는 야구공으로 부터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그 방향을 정확하게 경고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3D 공간을 

모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화면의 

뒤쪽에 위치한 정보가 앞쪽에 위치한 정보에 의해 

가려지는 정보의 가림 현상(Data Occlusion)으로 

인한 사용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5].  

 

그림 5. 2D 화면을 통해 깊이를 추론하기 어려운 

복잡한 3D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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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3D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6], 2D 평면에 표현된 3D 공간의 

높낮이, 깊이감을 충분하게 구분할 수 없고, 나아가 

숨겨진 부분의 정보를 충분히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최적화된 구도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판단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지적인 부하 역시 만만하지 않다 [그림 5.]. 

버튼, 아이콘 등의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개념적 

구조상 어플리케이션 화면상의 콘텐츠는 별개의 

계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한 이들이 가상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명백한 가상의 객체임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요소 또한 3D 

모델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계할 경우, 

인터페이스 객체에 의한 모델의 가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적 구조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3D 모델이 존재하는 

콘텐츠 화면과 인터페이스 요소들간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작업간/기능간 명확한 

구분점을 요구하는 모바일 Simple CAD 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어서 애플의 평면적 레이어 기반 

공간 설계 방식이 보다 적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 모바일 기기에서의 인터랙션 방식 

모바일 상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여러 인터랙션 방식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론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왔으며, 그 실효성이 검증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연구되어 온 분야는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 중 상당수가 엄지손가락을 활용한 한 

손가락 상호작용(One-Finger Interaction) 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고 화면의 

크기가 큰 편의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손가락의 도달성(Reachness)은 

모바일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며, 손가락의 도달 범위가 화면을 커버하지 

못하며 제스쳐 등의 다양한 인터랙션 테크닉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7]. 

HIG 과 MD 역시 다양한 제스쳐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Pan, Drag, Swipe, Pinch 등의 기본적인 

제스처를 OS 레벨에서 정의하여 SDK 로 제공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멀티터치 스크린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스쳐 예시 

이를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결합하여 최선의 인터랙션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강력한 원칙으로 직접 조작(Direct 

Manipulation)과 도구적 상호작용(Instrumental 

Interaction)을 활용할 수 있다[8, 9]. 직접 조작의 

원칙은 지난 수 십 년간 소프트웨어 인터랙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원칙으로, 현재에까지 통용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원칙이다.  

핵심은 간결한데, 사용자의 조작이 화면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2D 화면을 조작하기 위해 2D 평면상에서 

움직임을 가진 마우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만큼 화면상에 

표시되는 커서 역시 움직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환경에서 핵심적인 

인터랙션 기술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의 시대로 

넘어오며 사용자의 움직임과 화면의 반응은 더욱 

긴밀해졌고, 때문에 더욱 주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구적 상호작용의 경우, 직접 조작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그를 위한 인터페이스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법론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터치스크린 환경에서 

화면 확대 및 축소에 자주 사용되는 핀치(Pinch)를 들 

수 있는데, 화면을 오므리고 펼치는 움직임이 화면 

확대 및 축소 기능과 매우 적합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고, 행동의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터를 통해 현실 세계로 출력될 모델을 

화면 내에서 다루는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상, 오프라인의 사용자 

인터랙션과 화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의 긴밀함을 

강조하는 방법론이 적용되어 강력한 인터랙션을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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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진들은 태블릿 

PC 에서 구동될 어플리케이션에는 양 엄지를 

사용하는 형태의 인터랙션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2]. 

이들은 사용성 검증을 통해 베젤 양 측면의 7.5cm X 

5cm 크기의 인터랙션 영역을 주장하였고, 이 영역 

안에 주된 인터랙션 요소를 배치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림 7.]에서 녹색 영역은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영역으로,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주로 배치되어야 할 영역, 

노란색 영역은 일부 사용자들이 도달할 수 없거나, 

도달할 수 있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을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배치될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특이점으로는 인터랙션 

영역의 여유분(노란색 영역)이 좌우 폭보다 상하 폭이 

넓은 점인데, 이는 인터랙션 요소들이 늘어날 경우 

화면 중앙 영역으로의 확장보다는 좌우 베젤에 근접한, 

화면 좌우측 상하 방향으로의 확장이 적합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그림 7. 태블릿 PC 사용시 사용자의 인터랙션 선호 

영역 

 

또한, 스마트 기기는 터치스크린의 멀티터치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센서 또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제스처의 개발이 가능하다. 두 

지점 이상의 터치포인트 지원과 센서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복잡한 CAD 작업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NUI 가 제시될 수 있으며, 또한 

CAD 에서의 작업 흐름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다. 

3. 모바일 SIMPLE CAD UI 제안 

앞서 정리한 내용에 의거하여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기기의 터치스크린에서의 인터랙션 

영역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기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원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인터페이스 역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요한 정보일수록 좌-상단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원칙 또한 적용 가능한데, 이를 토대로 구성된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그림 8.]과 같다.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구도 등의 주요한 지표형 정보들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인 좌-상단에 위치하고, 

사용자의 주된 입력은 푸른색으로 표시된 화면 좌-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8. 모바일 Simple CAD의 화면 레이아웃 및 

인터랙션 기본 구조도 

 

보다 세부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수많은 터치스크린 

기반 인터페이스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Simple CAD 의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인터페이스 요소의 장점을 차용한 반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3.1 제스처 기반 조작 

 

그림 9.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 

 

제스쳐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용자가 메뉴의 위치를 

기억하거나 아이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노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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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그림 9.]. 다만 모바일 Simple CAD 에서처럼 

기능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별 기능에 

대응되는 제스처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기능의 사용을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단축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3.2 계층적 메뉴 구조  

 

그림 10. 계층적 구조 메뉴 기반의 인터페이스 

 

둘째로, 데스크탑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계층적 메뉴 기반의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10.]. 이는 특히 지원하는 기능이 많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용한데, 많은 수의 메뉴를 계층구조에 따라 

서열화하여, 기능 간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일종의, 

기능의 지도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모든 

메뉴를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 탐색할 수 있어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다만, 화면 크기가 제한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특성상 

다수의 메뉴는 화면의 상당수를 차지할 수 있어 

직접적인 적용은 무리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메뉴 

탐색에 시각적, 논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활용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다. 

3.3 반지 형태 기반 인터페이스 

셋째로, 터치스크린 기반의 디바이스와 함께 크게 

활성화 된 반지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Radical 

Menu)를 들 수 있다[그림 11.].  

반지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능들을 계층 

구조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데스크탑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인터페이스와 유사하지만, 시각적인 

단서를 항상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화면 크기가 작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인터랙션 영역이 일정 범위 내로 

한정되어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행태에 충실하기도 

하다. 

기존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하 HCI) 

연구들에서는 반지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장점으로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짧은 거리의 

인터랙션만 필요하며[10], 동일한 움직임으로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해 특정 메뉴를 

위해 스크롤 등의 부가적인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계층적인 메뉴 아이콘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순차적으로 펼쳐져 인지적인 

부하가 적으며[11], 터치스크린 기반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12] 을 

들고 있다. 또한 초심자 뿐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 전문가들 또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손에 익을 경우 메뉴를 보지 않고 손의 

감각만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작업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모든 메뉴 아이콘을 한번에 펼쳐 

빠른 선택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이점을 들고 있다[13]. 

 

그림 11. 반지(Ring)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에 반해, 아직 지배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기에 

사용자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고, 

모든 메뉴들이 동등하게 배치되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메뉴 기능 간 중요도를 표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11]. 기능의 

중요도를 계층으로 표현할 경우, 최종 목표로 하는 

기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다른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공존하는 

반지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지만, 앞서 설명한 

특성으로 인해 모바일 Simple CAD 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Excel, OneNote 등 주요 

소프트웨어에 활용되며 그 저변을 넓혀가는 중인 만큼, 

익숙함에 대한 문제 역시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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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심미적 통합성 

HIG 에서 디자인 원칙으로 제시하는 주요 요소 중, 

심미적 통합성이 있다. 심미적 통합성은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어플리케이션의 외형이 그 기능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기능 그 자체뿐 아니라 외형과 상호작용이 

적합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림 12.].  

 

그림 12. 기능과 디자인 간 관계를 강조하는 심미적 

통합(HIG)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제공하기를 기대하지만 또한 

외형과 이를 위한 조작에 크게 영향받기 마련이다.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와 같이, 

생산성에 중점을 두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그 

인터페이스 요소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비해 점잖을 것이며, 인터랙션은 

충분히 예상 가능해야 하기에 전혀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을 제공하기보다는 표준화된 인터랙션 방법들에 

보다 의존해야 하는 점이 있다.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디자인 결과물들은 

어플리케이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해, 사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바일 Simple CAD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피드백 등이 보다 가벼운 느낌의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사용자들은 기능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3.5 모바일 SIMPLE CAD 의 반지 인터페이스 

앞서 정리한 네 가지 인터페이스 형태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통해, 모바일 Simple CAD 의 인터페이스로 

반지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랙션을 

제안한다[그림 13.].  

(1)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화면 좌우에 

아이콘만 배치하여 3D Model 을 위한 

화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메뉴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시각적인 단서만 제공한다.  

(2) 사용자는 화면 좌우에 위치한 아이콘을 통해 

관련된 메뉴를 순차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최종 메뉴까지 도달하는데 움직여야 하는 

터치포인트 간 거리는 최소화될 수 있다. 

(3) 여기에 계층적 메뉴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인, 기능 간의 논리적 

구조를 시각화한 기능의 지도를 더할 수 있다. 

링 메뉴 상 위치한 ‘확장 아이콘’을 통해 전체 

기능의 아이콘들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기능 간 계층적 논리구조에 익숙하지 못해 

특정 기능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적 

탐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4) 사용의 편의를 더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익숙해진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제스처 

기능의 장점 또한 통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사용자가 특정 기능의 아이콘을 

살펴볼 때, 해당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튜토리얼을 제공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제스처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3. 모바일 심플 캐드의 반지 인터페이스 

예시(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1-2-3-4)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다양한 분야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분야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과 장점 및 한계를 이해하고, 대표적인 두 

가지 모바일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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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simple CA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기존 데스크탑 기반의 작업에서 벗어나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3D 산업분야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활용범위 확대와 

사용성에 중대한 고부가가치적인 영향을 주고, 

3D 프린팅 산업에 적용될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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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위급상황을 판단하여 신속한 대

처를 돕는 위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

안된 시스템은 노인을 고려하여 쉽게 착용 가능한 신

발 형태로 개발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노인이 착용

하는 웨어러블 슈즈와 보호자의 모니터링 APP으로 구

성된다. 웨어러블 슈즈는 온도 센서, 심박 센서, 기울

기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가 내장된다. 웨어

러블 슈즈에서 측정한 정보들은 APP을 통하여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노

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SMS와 

전화 연결을 수행하여 보호자에게 위급상황을 알린다. 

보호자는 모니터링 APP을 통하여 항상 노인의 온도, 

심박, 보행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mergency 

monitoring system that can quickly help 

elderly people with the case of an emergency 

by analyzing the state of emergency and 

walking information. We develop the proposed 

system as the form of wearable shoes that the 

elderly can easily wear.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two parts, which are the wearable 

shoes and a monitoring APP. The wearable 

shoes system includes the temperature sensor, 

pulse sensor, tilt sensor, accelerometer, and 

gyroscope sensors. The measured values of the 

wearable sensors can be monitored by the 

APP/WEB in real time. Also, the proposed 

system analyzes the movement information of 

the elderly by using accelerometer and 

gyroscope values. The proposed system 

informs the emergency situation to guardian as 

notification messages of a smartphone. The 

APP of the guardian always monitors the 

temperature and pulse information of the 

elderly. 

주제어  

웨어러블 센서, 보행정보 모니터링 APP, 노인 

위급상황 모니터링, 실버윙 시스템.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총 인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상황 인지와 대처 

능력이 낮은 노인은 감각 능력의 저하로 낙상 경험 

횟수가 잦다. 표 1에서와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 중 

16.7%가 낙상을 경험한 경험이 있고,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는 45.3%, 80세 이상의 노인 중에는 무려 

49.9%의 노인이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표 1.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률 통계[5] 

일반특성별(1) 일반특성별(2) 낙상률(%) 

연령별 65~69 세 16.7 

70~79 세 45.3 

80 세 이상 49.9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26.8 

노인부부 17.9 

자녀동거 22.5 

기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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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낙상은 다른 연령보다 대처 능력이 낮은 

노인에게 발생했을 때 위험성은 더 높다. 노인은 낙상 

경험 후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거나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의 위험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낙상은 

보행 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보행 상태를 확인하고 낙상 등의 

보행 위급 상황 시 보호자의 빠른 대처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노인을 

대신하여 보호자의 신속한 대처를 돕는 실버윙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버윙 시스템은 노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실버윙 슈즈와 보호자용 모니터링 

시스템인 실버윙 APP으로 구성된다. 실버윙 슈즈는 

노인의 환경 정보와 보행 정보를 통하여 위급상황을 

판단한다. 실버윙 APP은 평상시 노인의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위급상황 판단 시 보호자에게 

SMS와 전화 연결로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관련 연구 

분석,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과 구현, 실험 그리고 결론 

및 추후 연구를 기술한다. 

관련 연구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보행 상태를 인식하는 

센서들과 노인 건강 보행 정보들을 감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위급상황 경고 시스템 통신 방법[6]은 노인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행위를 추적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무선 통신 기법을 통하여 경고한다. 사용자 행위를 

인식하기 위해 3축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정보를 분석하여 행위 및 낙상을 감지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가속도 센서와 무선 RF칩만으로 

구성되어 소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RF통신 거리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고령자 활동량 분석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7]은 

고령자의 활동량 등의 분석을 위하여 RFID와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SMS와 

메일을 통하여 긴급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적외선 센서와 RFID를 함께 사용하여 위치와 

이동 방향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위치 인식 

시스템의 제한된 거리, 설치 및 유지비용, 장애물에 

대한 인식 성능 약화 등의 단점을 해결한다. 

4족 로봇 기반 알림이 시스템[8]은 낙상에 위한 

위급상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고령자에게 

센서를 부착하여 로봇에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령자를 트래킹 및 실시간 확인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가 내장된 센서를 부착한 

후 4족로봇의 영상 처리 카메라를 이용하여 

트래킹한다. 낙상 판단 시 알림 장치가 관리자에게 

상황 정보를 알리고 벨을 울려 관리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한다. 

독거노인 위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9]은 실내 환경과 

화장실 사용 움직임을 측정한다. 넘어짐을 감지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 노인의 움직임의 변화 

값이 임계 값을 넘지 않으면 정상상태로 판단한다. 빛 

센서와 온도 센서의 값은 지정 범위 내에 있을 때 정상 

상태로 판단한다.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 응급 호출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센서를 정확히 

작동하기 위하여 센서 준비 작동 준비 시간이 20초를 

소요한다. 움직임 관찰 범위는 6m정도로 실내에서만 

가능하다.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보행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써 착용이 간편하고 

소형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노인의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의 

신속한 대처를 도울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SMS전송 또는 전화 연결 등의 SOS가 가능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노인의 환경 정보를 위하여 온도 

센서와 심박 센서를 사용하고, 보행 정보 판단을 

위하여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기울기 센서를 

함께 사용하여 판단 정확도를 높인다. 실버윙 슈즈는 

일체형 신발 형태로 소형화하고 노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위급상황 알림은 스마트폰 통신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노인과 보호자의 통신이 원활하다. 

본론 

 

그림 1. 실버윙 시스템 전체 시스템 구성도 

제안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노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실버윙 슈즈와 보호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실버윙 APP으로 구성된다. 실버윙 슈즈는 그림 2와 

같이 노인을 고려하여 착용이 간편한 신발 형태로 

개발되었다. 신발의 옆면에는 온도 센서, 엄지발가락 

부분에는 심박 센서, 밑창에는 3축 가속도와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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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기울기 센서가 내장되었다. 

노인의 환경 정보와 보행정보는 실버윙 슈즈에 내장된 

센서들로부터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추론한다. 실버윙 

APP은 실버윙 슈즈에서 측정한 노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SMS와 전화 연결을 

통하여 위급상황 대처를 돕는다. 

 

그림 2. 실버윙 시스템 : 실버윙 슈즈  

온도 센서는 노인의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화재 상황, 

고온, 저온 환경을 판단한다. 심박 센서는 미세 혈관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반사하는 빛의 양의 변화를 

감지하여 맥박을 측정한다. 노인의 온도 값과 심박 

값은 안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위급상황으로 

판단한다. 

기울기 센서는 노인의 넘어짐이나 쓰러짐을 판단한다. 

쓰러짐 상태는 노인의 신발 기울기가 앞/뒤/좌/우로 

기울어짐이 심할 경우 위급상황이라 판단한다. 6 축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는 노인의 보행 상태를 판단한다. 

판단 가능한 보행 상태는 노인이 서있는 상태, 걷고 

있는 상태, 앞/뒤/좌/우로 넘어진 상태이다. 

또한, 급격한 가속도 값과 자이로 값의 변화로 인해 

위급상황으로 잘못 판단 될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위급상황 판단 오차율과 판단 정확도 실험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한다. 실버윙 슈즈는 실버윙 APP 과 

블루투스 통신이 이루어진다. 실버윙 슈즈의 센서 

정보를 통하여 노인의 상태를 전송하고 APP 을 

통하여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3. 실버윙 시스템 : 실버윙 APP 

실버윙 APP 은 그림 3 과 같이 제안된 시스템의 

위급상황 알림을 위하여 개발된 스마트폰 전용 

APP 이다. 실버윙 APP 은 초기 화면에서 보호자의 

전화 번호를 설정하면 위급상황 발생시 설정된 

전화번호로 위급상황을 알린다. 노인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해당 센서 정보에 해당하는 APP 의 이미지를 

변화하여 위급상황을 알린다. 실버윙 APP 은 그림 

4 와 노인의 온도와 심박이 위험할 경우 SMS 를 

보내고 보행 상태가 위험할 경우 전화 연결을 

수행하여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그림 4. 실버윙 시스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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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낙상 판단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MPU-6050 이다.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MCU 는 

Arduino Pro Mini 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보행 상태와 위급 상황 여부 전송을 위해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노인을 고려하여 

착용이 간편한 일체형 신발 형태로 제작되었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3 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기준 값을 설정하여 노인의 서기, 걷기, 

앞/뒤/좌/우 쓰러짐의 보행 상태를 구별한다. 노인이 

안전한 보행 상태이지만 급격한 가속도와 자이로 값의 

변화로 기준 값을 벗어날 경우 쓰러짐 상태로 

판단한다. 

낙상 판단 실험을 위하여 노인의 2 가지 보행 상태를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의 급격한 

기울어짐으로 안전한 보행 상태이지만 낙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 5 의 상황과 노인의 쓰러짐으로 

인한 위급상황인 그림 6 의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5. 서있다 앉았다 반복하는 보행 상태 측정  

그림 5 는 노인이 앉아있다 서는 동작을 반복한 

상황을 가정하여 급격한 가속도와 자이로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정지 상태의 기울기와 자이로 값과 

비교하였을 때 가속도 값은 ±3000 내외로 자이로 

값은 ±30 내외로 값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낙상이 아닌 급격한 가속도와 자이로 값의 

변화를 가정한 안전한 상황에서는 낙상 검출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 서있다 왼쪽으로 쓰러지는 보행 상태 측정 

그림 6 은 노인이 좌로 넘어지는 동작을 가정하여 

낙상 시 가속도와 자이로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정지 상태의 가속도와 자이로 값과 비교하였을 때 

가속도 값은 ±15000 이상, 자이로 값은 ±100 이상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며 급격하게 값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위급상황 판단 오차율 실험 결과 

(A) 위급상황 판단 오차율 실험 결과 

실험 상황 위급 

상황 

(A, 회) 

안전 

상황 

(B, 회) 

위급상황  

판단 오차율 

( , 회) 

서있다가 

앉는 안전 

보행 상태 

실험자1 1 14 6.6 

실험자2 2 13 13.3 

실험자3 1 12 6.6 

합계 4 36 8.8 

 

(B) 위급상황 판단 정확도 실험 결과 

실험 상황 위급 

상황 

(A, 회) 

안전 

상황 

(B, 회) 

위급상황  

판단 정확도 

( , 회) 

왼쪽으로 

쓰러진 

위험 보행 

상태 

실험자1 15 0 100.0 

실험자2 13 2 86.6 

실험자3 14 1 93.3 

합계 42 3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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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6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의 기준 값을 설정하여 서기, 걷기, 앞/뒤/좌/우 

쓰러짐의 보행 상태를 구별하였고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한 가속도 변화에 따른 낙상 검출률을 판단하였다. 

특히, 서있다가 갑자기 앉는 등의 안전한 보행 상태의 

경우, 낙상 판단 오차율이 8.8%로 나타났으며 

왼쪽으로 쓰러진 위급 상황의 경우, 낙상 판단 

정확도가 93.3%로 높은 판단율을 보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6축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 

변화 값만으로 낙상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노인의 보행 상태를 판단하고 위급상황 시 

보호자의 빠른 대처를 도울 수 있다. 

(2) 심박 센서 정확도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심박 측정기는 혈압계 BF868F 

이다. 제안된 시스템에 사용된 심박 센서는 손가락 

또는 귀에 장착이 가능한 심박 측정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위급 상황을 판단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신발의 엄지 발가락 부분에 심박 센서를 

부착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심박 센서의 권장 

위치인 손가락과 제안된 시스템에서 배치한 

엄지발가락, 정확한 심박 정보를 알기 위한 혈압계의 

심박 측정기의 값을 비교한다. 심박 정확도 실험을 

위하여 2 가지의 실험 환경을 가정하였다. 호흡이 

안정한 평상 시 심박 측정 5 회와 호흡이 불안정한 

제자리 뛰기 1 분 후 심박 측정 5 회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7. 심박 센서 정확도 실험 사진 

그림 8. 제안된 시스템과 심박 측정기 값 비교 

 

제안된 시스템에 사용된 심박 센서는 손가락과 발가락

의 심박 값을 측정하였다. 평상시 심박은 평균 

76bpm에 ±5의 오차를 보이고, 제자리 뛰기 1분 후 

심박은 평균 130bpm에 ±5의 오차를 보인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에 사용된 심박 센서는 심박 측정기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오차율로 신뢰성이 있다. 

결론 및 추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온도, 심박 정보와 노인의 보행 

상태를 판단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노인을 대신하여 

보호자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노인의 신속한 대처를 

돕는 노인 보행 정보 위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신발 형태로 노인이 

실내와 실외 어디에서나 착용 가능하다. 3축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측정한 데이터 값의 연산을 통하여 

노인의 서기, 걷기, 앞/뒤/좌/우 쓰러짐 상태를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 노인의 움직임에 따른 가속도와 자이로 

값의 변화를 알아보고, 8.8%의 낙상 판단 오차율과 

93.3%의 판단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6축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값의 연산만을 통한 판단 

방법으로 8.8%의 오차율을 보였다. 추후에는 노인의 

보행 액티비티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더 높일 것이다. 

시스템의 향후 과제는 노인의 다양한 생체 정보를 알 

수 있는 센서들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노인 건강 정보와 보행 정보를 판단하여 보호자의 

모니터링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노인뿐만 아니라 보행 정보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애인과 어린이에게도 적합한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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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T 및 자동차 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동력기관의 변환이 현 자동차의 대안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 주행 자동차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 

환경에서 발생할 사용자 경험과 주행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IT 기술에 친숙하고 운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를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Framework Approach 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율 주행 환경 내에서의 사용자 경험 관련 이슈 두 

가지와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 적용 시 고려 이슈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ABSTRACT  

Autonomous vehicle will change the user 

behavior completely, so there are needs for 

exploring the user’s future experience in the 

autonomous environment. Windshield display 

was neglected in normal driving condition for 

out of safety concerns. However, as autonomous 

vehicles comes to reality, windshield get a 

chance to be utilized as an in-vehicle display.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FGI) to 

provide deep understanding of what user is 

willing to experience through the windshield. 

We used the framework approach as analysis 

tool for the qualitative data from the FGI. This 

paper describes the insights which could be 

used for the basic study of designing the 

windshield in future vehicle.   

주제어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자 경험”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 “Focus Group Interview(FGI)”, 

“Framework Approach” 

1. INTRODUCTION 

자동차와 관련한 공학 기술이 점차 발전해나감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동력기관의 변환이 현 자동차의 대안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센싱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차량의 자동화,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도로 

주행이 가시권에 진입하였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대해서는 IT 기업인 

Google 이 캘리포니아주의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는 등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 회사인 Audi 와 Mercedes-Benz 는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ic Show) 

에서 컨셉트 카를 선보여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다른 기업들 또한 

앞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21]. 

한편, IT 기술의 발전은 차량 내 표시 정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운전자들은 차량 내에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증가된 

시각 정보량들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18], 전방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현재 지엽적인 HUD(Head-Up 

Display)만을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3].  

하지만 주행 자동화가 실현될 경우, 운전자의 주행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새로운 컨텐츠 제공 및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정보 

제시 영역의 적용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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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이 가져다 줄 거시적인 차원의 사용자 경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6,7,10], 

전방 유리를 활용하는 등의 차량 내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자율 주행 환경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 사용자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IT 기기 등 최신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자율 주행 자동차 환경에서 

발생할 사용자의 요구 사항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의 사용자 경험 및 요구 사항을 규명하고 (2)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활용 방식 

및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2. LITERATURE REVIEW 

2.1 자율 주행 환경에서의 UX 

자율주행 차가 가까운 미래에 구현 가능한 경험이 

됨에 따라, 최근 UX 분야에서 자율 주행 차량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과 관련한 이슈를 워크샵을 통해 

논의[10]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한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구[7,16]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자율 주행 환경 내에서 나타날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차량 내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안[6]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 연구들은 사용자 경험 요인 

및 디자인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방법론이 수행되고 있어, 이 결과가 미래의 실제 

사용자의 경험과 일치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실제 사용자 대상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래 자동차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2.2 Focus Group Interview (FGI) 

Lederman[17 참조]에 의하면, Focus Group 

Interview (FGI)는 특정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수의 선별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그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에도, 그들의 잠재된 

요구사항과 행위 의도를 도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가상 현실[20], 

스마트 헬스[13], 스마트 홈[8]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 및 고려 요인들을 도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FGI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자율주행 환경일지라도 그들이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과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를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정보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Framework Approach 

Framework Approach 는 정성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진 방법론으로, 데이터 

내의 패턴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방법론은 주로 헬스케어[9,12] 분야와 교육학[11,19] 

분야에서 사용되었는데, 기존 분야에 ICT 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도출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9,11,12,19]. 이 

점을 빌어 기존 자동차 환경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환경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분석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Framework Approach 의 절차는 

카테고리와 테마를 규명(Identifying the Categories 

and Themes)하고, 이들을 요약과 합성하여(Refining 

them with Summarizing and Synthesizing) 

최종적인 테마를 도출(Deducting Final Themes)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그림 1 참조). 이 분석 방법론은 

데이터의 패턴을 테마 형태로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Thematic Analysis 와 유사하며, 이들 방법론은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3].   

그림 1. Framework Approach 의 절차 

 

Framework Approach 가 Thematic Analysi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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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우위를 갖는 점은 인터뷰 참가자의 코멘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초기 테마와 최종 테마가 도출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투명성을 가진다는 

점[14]이다. 또한 Framework Approach 는 분석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15]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FGI 를 통해 수집된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Framework Approach 를 활용하였다.  

3. METHODOLOGY 

3.1 참가자 

FGI 는 최신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평소 

자동차 주행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이들을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FGI 를 진행하였는데, 첫번째 그룹은 통근 등의 이유로 

평소 운전자로서 주행을 많이 하는 사용자들로 

정의하였고, 두번째 그룹은 보조석 탑승자들로서 이미 

운전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있어 현재도 자율 주행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 세션은 총 3 회 

진행하였으며, 각 세션당 6 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2 

세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1 세션은 

보조석 탑승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성별은 12 명의 

남성, 6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이는 26 살-

39 살의 분포를 보였다.  

3.2 데이터 수집 

FGI 를 통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미래 자동차 

환경에서의 요구 사항과 및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전방 

유리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FGI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표 1.). 하지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였다. 

표 1. 미래 자율 주행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반 

구조화된 FGI 설문 문항 

목적 
자율 주행 환경 내 행동 발굴 및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활용 방안 모색 

토의 주제 

•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태도 및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차량 

내 행동 및 요구 사항 발굴 

•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정보 

영역으로서의 활용 방안 및 

사용자와의 인터렉션 방식 탐색 

FGI 는 연구진이 마련한 세미나실에서 60 분동안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아래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진행에 유의하였으며, 

스크립트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녹취 작업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녹취 의도를 밝히고 비밀 보장을 서약한 

후 녹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HCI 분야의 전공 대학원생 2 명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분석에 앞서 먼저 스크립트에 대한 반복된 읽기를 

통해 데이터에 익숙해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들 

스크립트들 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초기 카테고리를, 

또 이들 카테고리 간 유사점을 규명하여 초기 테마를 

도출하였다. 코딩 된 데이터들의 요약 및 합성 과정을 

통해 초기 테마와 카테고리를 정제하여 최종적인 

카테고리를 도출하였다(Appendix 1. 참조).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코딩 작업은 

번갈아 가며 이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4. RESULT 

4.1 자율 주행 자동차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 주행 감독관으로서의 운전자 

자동화 분야에서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이슈는 초창기부터 고려되어 왔다[1].  하지만 

기존 자동화 시스템과는 달리, 자율 주행 자동차 

환경에서는 기계의 오류가 사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터뷰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율 

자동차 내부에서의 새로운 행동을 제시하기 전에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라는 단서를 붙이곤 하였다. 

전문가들을 통해 자율 주행 자동차의 UX 요인들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도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념[7,16]으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도 시스템의 

신뢰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운전석 탑승자 그룹과 보조석 탑승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자율 주행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안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운전석 탑승자에게 있다고 언급되는 것이다. 

“운전자로서 차가 가는 환경을 항상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놀고 싶은데, 운전자가 놀면 불안하잖아요? 얘는 

운전에 전념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운전석 탑승자들은 주행 책임자로서 전방 주시뿐 

아니라 차량 상태 및 위치, 주행 경로 등 차량에 대해 

감독관으로서 전반적인 통제 권한을 갖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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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 관련된 모든 거, 머 기름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위치에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 개인화된 컨텐츠, 공유된 화면 

운전석 탑승자들의 주행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 

IT 기기를 차량 시스템과 통합하여 더욱 편안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 

사항이 도출되었다.  

“한번에 카톡도 볼 수 있고 메일도 나오고 신문도 볼 수 

있으면 좋죠” 

반면, 보조석 탑승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주행 과업으로 인해 소외가 되었던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 간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컨텐츠를 함께 즐기고 싶다는 요구가 도출되었다.  

“맛집 메뉴를 뭐 정할지 고민이 되잖아요 … 큰 

화면으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나 저게 좋아 이렇게…” 

 즉 보조석 탑승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 상이한 차량 내 

시스템 사용 목적으로 인해 많은 참가자들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기하였다.  

“혼자 있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쓸 거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생활 문제도 있고 좀 그거를 켜놓고 

하기엔 좀 힘들 거 같아요.” 

“남의 차에 탓을 때는 그래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핸드폰으로 할 것 같아요.” 

4.2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활용 및 역할 

• 넓은 화면을 활용한 정보 표시의 장점 이용 

작은 IT 기기 화면에서 수행하던 작업들을 넓은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가독성 및 자세 

등의 물리적 피로 감소를 기대하였다.   

“작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 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시력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큰 화면으로 숙이지 않아도 터치나 키패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행 감독관으로서 역할이 

강하게 인지된 만큼, 전방 유리 전부를 컨텐츠 

소비용으로 사용하길 바라지는 않았으며, 전방 유리를 

통해서 모니터링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였다.   

“화면 분할을 해서 운전자 부분은 일반 운전용 

유리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옆에서 대신에 작업을 

하거나 하며 편하게” 

“컴퓨터가 이거 이거 이거 이 사물들을 다 인식하고 잘 

지나가고 있다, 걱정 말아라 이런걸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거 같아요” 

• 익숙한 인터랙션 방식의 사용 

스마트 폰이나 기존 IT 기기에서 수행하던 작업을 

전방 유리 화면으로 옮겨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음에 따라 많은 참가자들이 키보드와 같은 조작 

기기를 활용하거나 터치 인터페이스와 같은 익숙한 

조작 기기를 이용하여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편하게 여겼다.  

“스마트 티비 보면 리모컨인데 뒤에 쿼티 자판이 있고 

해서 커서 이동하고 … 소형 디바이스를 이용한 

컨트롤러가 좋을 것 같아요” 

NUI(Natural User Interface)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물 및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모사한 조작 방식에 대한 요구도 많이 

언급되었다.  

“키보드도 귀찮아서 말로 하면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스쳐로 하는 게 모션 인식해서 창을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음성인식 기능을 비롯한 제스쳐 인터랙션 

방식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인식률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많았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NUI 인터랙션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Appendix 1.)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식률 및 

자연스러움을 증진 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5. CONCLUSION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환경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내 탑승자의 행동을 

탐색하고, 새로운 정보 디스플레이로 기능할 전방 유리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및 주행 환경에 익숙한 

자동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FGI 를 수행하였고, 

Framework Approach 를 통해 사용자들이 미래 주행 

환경에 제기하는 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서울 소재 2-30 대의 참가자만을 인터뷰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의 IT 기술에 대한 높은 

친숙도로 본 연구의 목적인 신기술의 생활 접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도출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참가자 대부분이 근거리 

통근이나 장보기 등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등 

차량의 쓰임새가 다양하지 않았다. 장거리 주행 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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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여객 운송 등 다양한 목적의 차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자율 자동차의 쓰임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차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래 자동차 

환경에서 발생할 이슈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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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최종 테마 도출 과정 

Transcript Initial Category Refined Category Final Theme 

기계랑 대화한다는 것이 어렵다. 

컴퓨터에 대고 150% 확대 이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좀더 좀더... 한계가 

있을 것 

음성인식의 명령 

언어의 한계로 인한 

조작의 어려움 

음성 언어의 조작 수준에 

대한 불분명성 음성 인식의 직관적 

조작을 위한 언어 개발 

필요성 음성은 인식을 못해서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음성보다는 컨트롤러나 

…. 

낮은 인식률로 인한 

직관적 조작의 

어려움  

인식률 향상을 통한 

조작의 직관성 확보 

음성인식 조작에 있어서 단어로 

얘기를 하거나 명령으로 얘기를 

해야되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치 

않은거죠. 

NUI 임에도 

자연스럽지 않은 

조작 방식 

자연스럽지 않은 언어 

사용으로 인한 어색함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터랙션 방식의 적용 
 (음성 조작하는 것이)  동승자가 있을 

때 어색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보기에 

부끄러운 조작 방식 익숙하지 않은 조작 

방식으로 인한 부끄러움 

 
(제스쳐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네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한 

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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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에서의 Copy-Paste 사용 

동기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7 일간 

5 명의 사용자 (남 2, 여 3)를 대상으로 모바일 

클립보드(Copy 실행시의 임시 저장공간) 속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다.  

  수집된 43 개의 클립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의 Copy-Paste 사용은 수행 목적에 따라 총 

5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편집’ 유형이 

모바일 Copy-Paste 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대표 

특성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Copy-Paste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는 작은 

화면과 터치 인터페이스라는 모바일의 특성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다. 불편 지점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ChenChen, 2014)에서 

제시된 수행 단계를 활용했고, 본 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세부사항과 맥락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Copy-Paste 기능에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사용 행태 

파악을 시도하였고, 이는 추후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Copy-Paste 기능 개선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er performance of 

Copy-Paste operation on mobil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gure out how this function 

could partially overcome limitations of touch 

interface. We conducted an experiment for 

seven days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using 

the operation. After the experiment, we 

analyzed the problem of performing operation, 

as workflow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ChenChen, 2014) figured several 

behavior steps of Copy-Paste operation. We 

focused on smartphone and how Copy-Paste 

operation was executed differently from desktop 

interface. Several pain point users countered 

explored on touch interface. Experimental 

methods are as follow ; collected user data from 

mobile clipboard and contextual interviews. 

 

주제어  

Copy-Paste, 모바일 클립보드, 재사용성, 터치 

인터페이스  

 

1. 서론 

    Copy-Paste 는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다. 디지털 정보는 쉽게 분리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저작(writing) 

에서도 정보를 갈무리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재조합(remix)[1]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특징적인 저작 현상은 ‘해체-

공유-수정-합침’의 반복되는 편집 과정[2] 속에서 

Copy-Paste 기능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이후 포스트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이 일상화 

되었다. 피처폰 시대에는 지원하지 않던 Copy-Paste 

기능이 스마트폰에 탑재 되면서 모바일은 이전보다 

컴퓨터의 모습에 더 가까워졌다.[3] 그러나 모바일은 

생산성 중심의 데스크탑과 달리 소비가 중심이 되는  

디바이스이므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Copy-Paste 는 

모바일의 활용 특성을 반영하는 기능적 역할이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데스크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모바일에서는 

데스크탑의 생산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Copy-Paste 기능을 중심으로, 소비 중심 

디바이스인 모바일 Copy-Paste 가 생산보다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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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의 터치 인풋과 작은 스크린이라는 입력 

한계[4]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터치 인풋과 작은 스크린이라는 입력 

한계[4]를 지니는 모바일에서 이뤄지는 Copy-Paste 

사용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용자의 

Copy-Paste 수행 목적을 분석하고 이 중 모바일 

인터페이스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편집’ 목적을 

중심으로 기능 사용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 

스마트폰의 Copy-Paste 기능을 모바일에 최적화할 수 

있는 개선점을 제언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Copy-Paste 와 모바일 인터페이스 

    Copy-Paste 는 Ivan Sutherland 의 Sketch 

pad[5]나 NLS[6] 같은 컴퓨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있어온 주요 매커니즘으로, 생산 디바이스인 

데스크탑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1981 년 

Xerox 사의 Star 출시 이후로 Copy-Paste 는 여러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 교환성에 착안해 

클립(Clip)형태로 정보를 재조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키보드의 단축키 (Ctrl+C, Ctrl+V)로 

조작이 용이해짐으로써 그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대다수의 Copy-Paste 연구가 정보의 재사용성과 

효율적 가공방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은 이 같은 

기술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스크탑과 비교하였을 때 모바일은 근본적으로 

디바이스의 물리적 크기와 기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모바일의 Copy-Paste 는 데스크탑 인터페이스 

방식(WIMP)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모바일 기기의 물리적 크기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과 달리 모바일에서는 작은 스크린 안에 키보드가 

내장되며, 정보를 출력하는 스크린과 입력하는 

키보드가 동일화면 안에 보여진다. 즉 작은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 및 입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이 사용자의 인지부하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의 입력 수행 속도는 느려지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스마트폰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로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vity)과 정보적 

연결(informational connectivity) 특성[8]이 

두드러진다. 이는 저작이나 생산과 같이 넓은 범위의 

작업을 포괄하는 데스크탑의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2.2. 모바일 Copy-Paste 의 특징 

  기존 연구[9]에 따르면, Copy-Paste 가 수행된 

정보객체를 단위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한 단어 

이상인 문장 혹은 구(phrase)가 6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5%는 단어와 같은 짧은 단위의 객체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Copy 하는 행위는 인터넷 

서핑과 메시징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며, Paste 는 

메시징 앱과 이메일, 메모장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모바일 Copy-Paste 에서는 단어와 같이 

아주 짧은 단위 객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단위의 활용이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3 모바일 Copy-Paste 수행 단계 

  사용자는 Copy-Paste 기능을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의하고, 수행 단계에 따라 특정 

지점에서의 불편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극복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본 연구와 연관성을 지니는 Bezel Copy(ChenChen, 

2014)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Copy-Paste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세부적 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6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9]  

 

표 1. 모바일 Copy-Paste 수행 단계 

  Bezel copy 연구는 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4 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단계적 구분을 명확히 짚음으로써 

copy-paste 수행의 이론적 기틀이 된다. 그가 

지적하는 4 가지 오류란 1) 작동과정 자체의 혼란, 2) 

해당 범위 단어 선택의 불편, 3) 착오로 인한 기능 수행 

단계 동작 

1 초기 선택(Initiate selection) 

2 선택범위 조정(Adjust selection) 

3 Copy 수행(Issue copy command) 

4 화면 전환(Switch application) 

5 Paste 버튼 띄우기(Active Paste Button) 

6 Paste 실행(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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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구 undo, 4) 어플리케이션 스위칭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모바일 Copy-Paste 사용 행태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모바일에서의 Copy-paste 사용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모바일 Copy-paste 수행 동기는 무엇인가? 

3) 수행 중 사용자는 어떠한 불편을 겪게 되는가? 

 

3.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즉, 스마트폰 

사용자의 Copy-Paste 기능 수행 맥락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전에 진행된 모바일에서의 Copy-Paste 연구는 

사용자의 동기나 맥락을 고려하기보다 기능적 분석과 

제언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스크탑과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는 모바일의 Copy-

Paste 기능 사용을 탐색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클립보드 데이터를 모으기보다는 

이용의 흐름이나 맥락을 반영한 Copy-Paste 사용 

패턴을 파악하였고, 기능 수행의 단계를 

ChenChen(2014)가 제시한 단계들에 매핑하여 기능 

수행 과정 중의 어려움을 밝히려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불편’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단계적인 프로세스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모바일 

Copy-Paste 수행의 동기와 사용 유형을 알아보고, 

불편 발생 지점을 도출하여 모바일 사용에 보다 용이한 

Copy-Paste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길잡이를 

마련하고자 한다.  

 

3.3  조사의 대상과 방법 

3.3.1 조사대상 

표 2. 참가자 정보 

 

  표본 선정은 스마트폰 이용자 5 명을 사용 OS,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은 스마트폰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20-30 대로, 평균 나이는 

26.2 세였으며 직업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직장인으로 

다양했다. 참가자는 사용하는 스마트폰 OS 을 

안드로이드와 iOS 로 한정하여 모집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Copy-Paste 실행 단계(ChenChen, 

2014)에 윈도우폰 같은 타 OS 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조사 프로세스 

3.3.2 조사방법 

  본 조사는 1) MIM(Mobile Instant Messaging)을 

이용한 클립보드 데이터 수집과 2) 상황별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기간은 2015 년 9 월 17 일부터 

23 일까지로, 총 7 일간 진행되었으며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오전 9 시부터 자정까지 매일 15 번, 

정시마다 1 회의 리마인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리마인드 메시지는 기계어로 

처리하지 않고 매번 다른 내용으로 발송하였다. 이는 

빈번히 주어지는 리마인더에 대한 피로를 줄이고 

인터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No. 연령 성별 직업 스마트폰 OS 

P01 25 F 대학원생 iOS 

P02 25 F 대학생 iOS 

P03 24 F 대학생 Andriod 

P04 32 M 직장인 iOS 

P05 25 M 대학원생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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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송한 리마인드 메시지 

 
 

3.3.3 조사의 내용 

  리마인드 메시지 수신시 매번 모바일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Paste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사용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Copy 기능 실행이 이뤄진 앱과 Paste 를 

수행한 앱의 기록을 요청하였다.  

  모바일 클립보드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단순 데이터로 

파악이 어려운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 인터뷰의 목적은  Copy-

Paste 기능 수행의 동기와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4. 연구결과 

4.1 모바일 Copy-Paste 사용 유형 

 모바일 정보탐색의 목적이 되는 사회적 연결과 정보적 

연결(Katz, 2005)[8]을 기반으로 모바일 Copy-Paste 

사용의 5 가지 목적별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3. Copy& paste 사용 목적 유형 

  <표 3>의 Copy-Paste 기능 사용의 목적에는 

모바일의 사회적 연결 목적 이외에 정보적 연결의 

목적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하며, 편집하는 정보 탐색 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편집'은 모바일에서의 copy-paste 

수행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별 이벤트 발생 횟수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 5 명을 대상으로 7 일동안 수집된 데이터 개수는 

43 개로, 참가자는 하루 평균 1.2 번(Mean 1.2/ Std 

0.8) 빈도로 Copy-Paste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기간 Copy-Paste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한 

참가자는 P01 으로, 모바일로 글쓰기 작업을 많이 하여 

편집을 위한 기능 수행이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Copy-Paste 를 가장 적게 사용한 참가자는 

P05 로 항시적으로 데스크탑 사용이 가능해 모바일 

사용량 자체가 적으므로 모바일을 통한 Copy-Paste 

수행 빈도 역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4.2 모바일 Copy-Paste 사용 동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Copy-

Paste 를 수행하는 유형을 파악한 이후, 불편 지점을 

도출하기 위해 Copy-Paste 사용 동기를 조사하였다. 
 

표 4. Copy-Paste 사용 동기 

 

  <표 4>에 따르면 첫번째 유형인 ‘입력의 불편’은 

모바일의 사회적 연결 특성을 반영한다. 전후 사용 

맥락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MIM(Mobile 

 수행목적 특징 사용 앱 빈도 

정보적 

연결 

정보검색 
(Searching) 

개체복사로 
입력 우회 

네이버 

– 구글 

20% 
(11/43) 

정보저장 

(Scrapping) 
탐색 정보 

스크랩 
인터넷 

– 메모장 

11% 
(5/43) 

편집 
(Editing) 

부분 선택 

불편 대응 
인터넷 

– 메모장 

28% 
(13/43) 

사회적 

연결 

정보전달 

(Forwarding) 

타인에게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27% 
(12/43) 

리포팅 

(Reporting) 

스팸 기록 
/신고 

전화 - 

후스콜 

4% 
(2/43) 

동기 Context 이유 대응전략 

입력의 불편 반복입력 동일내용 

반복 입력 

Copy & 

Paste 
다량생성 

한자 없는 문자 

입력 

웹 검색 + 

Copy & 

Paste 
특수문자 

기억의 

어려움 

타인의 ID 기억이 

어려운 

객체 입력 

Copy & 

Paste 
Email 주소 

전화/계좌번호 

생소한 단어 

/정보 

웹 검색 + 

Copy &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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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Messenger)에서 Copy 되어 다시 MIM 에 

Paste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경우, 한번의 Copy 에 

여러번의 Paste 가 수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P02 의 

사례와 같이 정보 복제에 가까운 행태로 생각할 수 있다. 
 

  “채팅창에 특수문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제 키보드에는 

특수문자가 없어서, 친구의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지우고 붙여넣기 했어요 (P02)” 

   

  P01 의 경우, SNS 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한자어로 된 

단어가 필요하자 모바일 사전에 한국어로 단어를 

검색한 후, 잇따라 나오는 한자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자를 타이핑 하려고 복사했어요. 일기를 쓰고 다시 

읽다보니 불안(不安)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넣고싶은데, 제 

키보드에는 한자어 키보드가 없으니까 검색해서 복사했죠. 

그런데 항목선택이 잘 안되어서 한줄을 통째로 다 복사하고 

다시필요한 부분을 복사했어요 (P01)” 

 

  위 현상을 종합해 보면 특정 맥락에서 모바일 

인터페이스, 즉 터치 인풋의 불편은 Copy-Past 기능과 

상보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유형으로 나타나는 ‘기억하기 어려운 개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 타인에게 전달받은 id/ e-

mail/ 계좌번호 등이 있으며 2)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생소한 단어/ 정보의 경우가 있다. 1)의 경우 ‘메시지-

Copy-Paste-전달’의 과정을 거치지만 2)번의 

경우에는 ‘검색-결과값 Copy-Paste- 재검색’의 

과정을 거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모바일 클립보드는 

사용자의 단기기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역할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기억을 보완하기 위한 Copy-Paste 사용과 

관련하여 발견된 현상 중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Copy 를 실행한 이후 Paste 를 

수행하기 위해 앱을 스위칭(화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망각이 일어나, 클립보드에 저장된 개체가 

Paste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바일의 

Copy-Paste 수행 6 단계(ChenChen et al, 2014)에 

적용했을 때, 이는 4 번째 단계인 화면 전환 (Switch 

application)과정 중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4.3 모바일 Copy-Paste 과정에서의 불편 

  위에서 인용한 P01 의 사례처럼 사용자는 

입력(input)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력이 

불가능한 문자는 웹 검색을 거쳐 Copy-Paste 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입력의 어려움을 대응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선택단위의 어려움과 같은 불편에 

마주하게 된다.  
 

표 5. Copy-Paste 수행 중의 어려움 

불편 Context 이유 대응전략 

단위선택의 

어려움 
단어 선택 세밀한 

선택 

어려움 

쉽게 

잡히는 

범위 선택 

후 Copy & 

Paste 

문장 선택 

긴글 스크롤 동시 

선택의 

어려움 

웹 검색 + 

Copy & 

Paste 

스크린샷 

여러객체 선택 

 

  <표 5>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Copy-Paste 수행 

단계(ChenChen, 2014)에 기반해 분석하면 다수의 

사용자가 1 단계 초기 선택(Initiate selcetion), 2 단계 

선택범위 조정(Adjust selection)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단어나 문장, 페이지가 

넘어가는 긴 글을 스크롤링 하는 경우에는 정교한 

선택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는 전체를 

선택한 후, Copy-Paste 를 다시 수행하여 원하는 

부분을 편집하는 우회 전략으로 불편에 대응하고 

있었다.  

  범위 조정 이외에도 Copy-Paste 수행시 단위 선택이 

어려운 것은 ‘텍스트와 그림’ 처럼 서로 다른 성질의 

개체를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터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객체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이 경우 일부 사용자는 스크린샷으로 

Copy-Paste 기능 사용을 대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샷을 활용할 경우에는 객체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터치 인터페이스에서 Copy 수행 시에는 

개체 선택에 대한 불편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편집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많은 경우 모바일에서 수행되는 ‘편집’에는 

Copy-Paste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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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Copy-Paste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조사 결과, 1) 사용자의 Copy-Paste 기능 사용은 

5 가지 목적별 유형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2) 

사용자는 입력의 불편과 기억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Copy-Paste 를 사용하고 있었다. 3) Copy-

Paste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Copy-Paste 

수행 단계(ChenChen, 2014) 중 2 번째 단계인 

선택범위 조정, 즉  Copy 하고 싶은 단위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발견된 현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모바일에서의 

Copy-Paste 는 생산성보다는 터치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인풋, 작은 스크린이라는 입력 한계에 대응하는 

수단적 역할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바일 Copy-Paste 와 관련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Copy-Paste 수행 단계의 불편을 기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위에서 탐색한 사용자의 Copy-Paste 사용 행태를 

고려한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터치 스크린의 

단위 선택의 불편에 대응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바일 Copy-Paste 기능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MANOVICH, Lev. The language of new 

media. MIT press, 2001. 

2. 김주환. 재조합의 글쓰기에서 구조적인 글쓰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3. 곽경섭. IoT 와 소프트웨어적 과제. 정보과학회지, 

2014, 32.6: 9-18. 

4. CHAE, Minhee; KIM, Jinwoo. Do size and 

structure matter to mobile users?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screen size, 

information structure, and task complexity 

on user activities with standard web phone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004, 

23.3: 165-181. 

5. SUTHERLAND, Ivan E. Sketch pad a man-

machine graphical communication system. 

In: Proceedings of the SHARE design 

automation workshop. ACM, 1964. p. 6.329-

6.346. 

6. ENGELBART, Douglas C. Authorship 

provisions in AUGMENT. Intellectual 

Leberage: The Driving Technologies 

Compcon, 1983, 84. 

7. BLOCK, Florian; VILLAR, Nicolas; 

GELLERSEN, Hans. A malleable physical 

interface for copying, pasting, and organizing 

digital clips.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gible and 

embedded interaction. ACM, 2008. p. 117-

120. 

8. KATZ, James E,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connectedness. Seoul Symposium on Mobile 

Communication, 2005, 1-14. 

9. CHEN, Chen, et al. BezelCopy: an efficient 

cross-application copy-paste technique for 

touchscreen smartphones. In: Proceedings of 

the 2014 International Working Conference 

on Advanced Visual Interfaces. ACM, 2014. p. 

185-192. 

 

. 

. 

. 

. 

. 

.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32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Formula One: Mobile Device Supported Rapid In-the-Wild 
Design and Evaluation of Interactive Prototypes 

 
Chang-Min Kim1, Seongkook Heo2, Kyeongah Jeong1, Youn-Kyung Lim1,  

1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KAIST 
2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AIST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41, Republic of Korea 
{peterkim12, seongkook, kyeongah17, younlim}@kaist.ac.kr 

 
 
 

ABSTRACT 
As computers are becoming more wearable and ubiquitous, 
design methods using interactive prototypes have also been 
evolved to support in-the-wild design and evaluation in the 
early design stage. However, current prototype-based 
design methods are still complex and difficult to use for 
designers without programming knowledge. It is even more 
challenging to bring out those prototypes in the actual in-
the-wild situ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design 
method called Formula One, which supports quick and easy 
development of interactive prototype by using the video call 
functionalities of consumer smart mobile appliances. The 
Formula One method consists of two-stages, which are Pit 
Stop and Drive that a user and designers design and modify 
a prototype and test it, respectively. Through a pilot study, 
we observed potential benefits of our method in exploring 
different interaction modalities, finding usability concerns 
that can be raised while in the wild to define design 
guidelines.  

Author Keywords 
User-centered design, prototyping, experience prototyping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2. User Interfaces: User-centered Design. 

INTRODUFCTION 
Today, computers are not only becoming ubiquitous but 
also becoming more wearable. Wearable computers are 
used in the wild and they are more sensitive to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its location and attitude, ambient 
sound and video. The ways people can interact with the 
computer also vary: users may press or touch a button, 
make hand postures, touch a part of their body, or speak to 
the computer.  

With more design choices, wearable computers have a lot 
of uncertainties. It is impossible to cover all the possible 
choices and design considerations. Iterative prototyping 
may work adequately to reduce the complexity since 
prototypes help discover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 design idea and also filters the qualities designers are 
interested in [9]. Conducting the prototype design and 

evaluation in the actual situation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problems users may experience [14].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to support quick 
prototyping for the iterative design process. Lim et al. [8] 
analyzed how high- and low-fidelity prototypes reveals 
usability problems and found that a real-time interactive 
low-fidelity prototype can help users find many critical 
usability problems. Hartmann et al. [5] introduced a 
platform to help quick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teractive prototypes. Obrenovic and Martens [12] 
presented Sketchify, which helps designers to develop 
interactive systems with simple sketches. Wizard of Oz 
method has been widely used to simulate interactive 
systems since. Dow et al. [4] showed that the Wizard of Oz 
method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iterative design 
process, not only in the early design stage but also along the 
entire design process by changing its use ratio in the 
prototype. Lee et al. [6] designed freehand gestures using a 
modified Wizard of Oz method that two participants evolve 
the gesture design by taking roles of a system and a user.  

There also have been studies to design and evaluate 
prototypes in the wild. Reilly et al. [13] used the Wizard of 
Oz technique to evaluate applications in an actual use 
context, by having two wizards following two users with a 
two-way radio to communicate with other wizard and a 
controller to push information to the user. Simulating the 
application in the wild was successful, but they had 
problems that the wizards following the users distracted 
users. Li and Landay [7] presented a new method for 
understanding users’ everyday activ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rototyping system.  

However, previous methods are difficult to be used in the 
actual context or still require a large amount of preparation 
for complex technical settings; there are not yet easy 
methods for designers, who are not friendly with 
programming, to quickly explore design directions with 
interactive prototypes especially for wearable computers.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method called Formula 
One for early in-the-wild design and evaluation of 
prototypes for interactive products like wearable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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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f of the Formula One method came from the Formula 
One racing. A user participating in the design process is 
like a Formula One driver, and designers are like racing 
team members. As shown in Figure 1, the method has two 
stages: Pit Stop and Drive. In the Pit Stop stage, designers 
and a user make and modify the prototype like engineers 
repair and change parts of the racing car through discussion 
with the driver in the Formula One race. In the Drive stage, 
a user brings the interactive prototype and uses it in the 
wild with an in-context feedback. After this stage, a user 
stops by the Pit Stop and the user and designers modify the 
prototype by reflecting the user’s experience. The main 
benefit of our method is that both design and evaluation of 
interactive prototype can be made quickly in the wild. 
Designers can get insights that can only be found in the 
wild by testing many possibilities, with considering the 
instant user feedback and observations and enabling quick 
iterations, which was not available with existing methods.  
 

 
Figure 1. Conceptual structure of the Formula One 

FORMULA ONE METHOD 
Formula One method consists of two main stages, Drive 
and Pit Stop, and may include a pre-test interview and a 
debriefing section before and after the main stages. 

The Drive stage and the Pit Stop stage are separated by the 
location of the participant. In the Pit Stop stage, participant 
stays at the Pit Stop and discuss and build the design 
prototype. When participant finishes making prototype and 
moves out from the Pit Stop, the Drive stage begins. In the 
Drive Stage, participant experiences and evaluates the built 
prototype. By repeating both stages, participant can develop 
and modify an improved prototype. Also, through 
monitoring the use of prototype and interviewing the 
participant, designers can learn implication of design in 
both stages. 

The iterative main stages finishes when the participant is 
satisfied with the current prototype. It is important that 
designers should be aware of other design possibilities and 
be able to suggest them to the participant. In Formula One 
method, designers and a participant take multiple roles, 
which differ by each stage. In the Pit Stop stage, designers 

and a participant both work as designers: they make the 
prototype together through discussion.  

In the Drive stage, participant becomes a user, who 
experiences the prototype in the in-the-wild context.  The 
designers become a system of the prototype built from 
previous Pit Stop stage. Also with the Mobile Wizard of Oz 
(which we explain in the next section) method, the 
designers observe the participant’s behavior and operate the 
system to simulate the interactive prototype.  

The prototype may include physical prototypes such as 
paper prototypes, virtual prototypes that simulate functions 
and visual and audio feedback, and interaction prototypes 
that reflect user behavior to virtual prototypes and vice 
versa. Even though the interaction prototype is our main 
focus, physical and virtual prototypes are essential to make 
the interaction prototype realistic.  

Pit Stop Stage 
Pit Stop in the Formula One does similar role with that of 
the Formula One racing: modification and observation. 
After every drive, the participant stops by the Pit Stop and 
share the experience of using the prototype. The designers 
and the user discuss to improve the prototype.  

While designing and modifying the prototype, the designers 
should log all the design and modifications on the logging 
sheet, which is separated as different pages for each Pit 
Stop, so that the designers can operate the system with the 
information written on the logging sheet. Also, it is 
important to ask how was the experience of using the 
current prototype during the Drive and the reason the 
participant want to make modifications. 

Drive Stage 
In the Drive Stage, a user moves to the actual use context 
from the Pit Stop and tests the interactive prototype. 
Designers give stimulus to the user with visual or sound to 
help him/her to try all defined interactions without missing 
and to focus on using it without memorizing the tasks. For 
example, designers may play a ringtone to guide a user to 
test an accept call gesture.  

The designers who take a role of system operation should 
carefully see how the user behaves and operates the system. 
If they find gesture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or 
observe noticeable behaviors of the user, they should 
annotate to the logging sheet so that they can ask the reason 
at the Pit Stop or suggest an alternative.  

A Drive Stage is completed when the entire interaction 
prototypes were tested, and the user returns to the Pi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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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izard of Oz 
To enable a fast and easy implementation of the interactive 
prototype, we developed a method called Mobile Wizard of 
Oz, a transformed version of previous Wizard of Oz [3] 

In Mobile Wizard of Oz, we use video call functionality of 
smart mobile devices to simulate an interactive system. 
Many of today’s mobile devices can deliver rich 
information such as video and audio at anywhere. A low-
fidelity paper prototype can become interactive by simply 
installing mobile devices at user and designer’s sides, 
through the video-call Wizard of Oz simulation. Designers 
can easily observe the user’s behavior, voice, and even the 
situation the user is facing. Also it is possible to play visual 
and audio feedback to the user in opposite way. By 
capturing the computer screen with the rear camera on the 
mobile device on Pit Stop, designers may simulate the GUI 
of the user’s mobile device with a computer (Figure 2(a)).  

Wizard 
In Mobile Wizard of Oz method, designers work as a 
Wizard by using a prototype and a mobile device installed 
in the Pit Stop, which captures the prototype and displays 
video and audio captured from participant. The capturing 
tool installed on participant is so called Puppet, and will be 
explained in next section. Prototypes can be either physical 
or virtual. Physical prototypes can be made with physical 
materials such as papers or felt sheets. A virtual prototype 
is a prototype made using a computer, such as PowerPoint 
slides or GUI images. For audio feedback, designers can 
make sound with physical objects like making Foley sound 
or play audio tracks and send through mobile devices.  

Wizards may use a larger mobile device like a tablet instead 
of mobile phones for a better observation of the user. The 
mobile device should be stably set to simulate a good 
prototype. Designers (who are usually wizards) may use 
additional mobile devices to monitor user’s location with 
location tracking apps like Find My Friends [2] or to send a 
text message to play a vibration on the puppet. 

Puppet 
Two main roles of a puppet are capturing the user or the 
situation and presenting correct feedback of the prototype. 
It plays not only video and sound, but also a chunk of 
vibration made by receiving a message.  

The puppet can be installed based on what needs to be 
observed from the user utilizing the mobile phone cameras 
as shown in Figure 2 (a) and (b). For example, when a 
situation in front of the user is an important object, we may 
attach or put a mobile phone on the user’s shirt pocket. If 
user’s facial expression or whole body gesture is important, 
then we may install the mobile phone toward the user. 
When necessary, we may use multiple puppets. For 
example, as shown in Figure 5, we may install two puppets, 
one on user’s wrist and the other on his/her chest to 
simulate a smart watch. A puppet on the chest can see how 
the user is using a smart watch device while another display 
shows the user interface.  

When it is necessary to capture a large area, we may apply 
a simple modification to the device: attaching a wide-
conversion lens to the camera.  

EXPERIMENT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test how our new method 
works and to examine what pros and cons are. We recruited 
three industrial design graduate students (one female, mean 
age 25.6) as a designer group. All recruited designers had 
experiences of designing wearable interface or user 
interaction and also have knowledge about user-centered 
design methods including prototype-based methods.  

Prior to the experiment, we had a 1-hour seminar with the 
designer group to explain the method in detail. After the 
seminar, we demonstrated the setup and the process, and 
then introduced them the mission: find design guidelines to 
design smart watch interaction for bike riders in 
cooperation with a user using the F1 method.  

Experiment Setting 
We selected a quiet and non-crowded road in the university 
campus for the experiment considering the participant’s 

Figure 2. Conceptual Structure of Mobile Wizard of Oz and its example settings. Puppet installed (a) at the user  
and (b) at the device facing the user. Wizard capturing a (c) virtual prototype and a (d) physical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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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The road is 300 meters long for a loop and we set up 
the Pit Stop with a table and chairs by the road. As shown 
in Figure 3(a), we set up the materials and the tools for 
physical and virtual prototyping and for Mobile Wizard of 
Oz. For low-fidelity physical prototyping, we placed basic 
crafting tools and materials such as Velcro tapes, foam 
boards, and scissors. We setup a laptop with PowerPoint 
software installed for virtual prototyping. We also 
connected an additional display to laptop to make virtual 
prototyping and presentation easier. For the Mobile Wizard 
of Oz, we placed an Apple iPad.  

We also prepared a bicycle for the participant to ride. As 
shown in Figure 2(b), we attached an Apple iPhone 5 to the 
bicycle handlebar for Mobile Wizard of Oz. One 
modification we made is that we attached a fisheye 
converter lens to the front-facing camera of the iPhone, 
because the distance between the handlebar and the bicycle 
rider is not distant enough to capture full upper-body 
movement.  

In the drive stage, we used FaceTime app, which is 
available on Apple devices. The iPad installed at the Pit 
Stop shows how the bicycle rider behaves and plays the 
environmental sound and the rider’s voice, and captures the 
secondary display of the laptop with a camera at the back to 
simulate the GUI. It also captures sound; designers could 
play music or sound feedback to user and mute the 
microphone while discussing among them.  

One undergraduate student (male, 21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s a user.  

 
Figure 3. Experiment setting of (a) Pit Stop/wizard and  

(b) the bicycle/puppet 
Procedure 
The designer group ran the experiment and we observed the 
whole experiment while standing near the Pit Stop. During 
the experiment, one designer took a logging role and 
another two modified and operated the prototype.  

Prior to the iterative design process, designers briefly 
interviewed the participant with the initial set of functions 
that the smart watch may support: make, accept, and reject 
a call; check messages; take pictures, record video; play and 
navigate music playback. Designers asked the participant 
whether there are functions that he may want to use while 
riding a bicycle. Then they made a mock-up of a smart 
watch and built an initial gesture set for the functions 
through discussion.  

When the initial set of gestures was made, they proceeded 
to the main design process. The participant rode the bicycle 
with a mock-up smart watch on his wrist and tested the 
initial gestures set. After trying all the gestures and 
functions, he stopped at the Pit Stop. The designer group 
and the participant modified the prototype including the 
virtual and the interaction, and they went for another ride. 
This iteration continued until both the designer group and 
the participant were satisfied about the gestures. When all 
the gestures are fixed, they ran a final run to test the final 
prototype.  

After finishing these iterative processes, we interviewed the 
participant about his experience and the designers about 
their experiences and thoughts about the F1 method.  

Result 
The experiment took about 1.5 hour excluding the post-test 
interview. The designer group and the participant ran total 5 
iterations of Pit Stop and Drive. A drive usually took three 
track loops of riding. In the post-test interview, the 
participant answered that he felt like the system properly 
responded to his operation and he could be immersed into 
the situation.  

The final gesture se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first set of 
gestures. For example, in the initial gesture set, the 
participant touched the watch mock-up to start music. After 
the ride, he told that touching a watch with another hand 
does not seem to be a safe gesture because moving a hand 
to another side made the bike unstable. He changed the 
music play gesture from touch to quick raise of the hand 
with the watch. However, he changed the gesture to 
touching his ear because the sudden hand raise may cause 
misunderstanding of other riders in the back and it may 
look stupid.  

The designers could find insights that would not be easily 
found in the lab. Some gestures affect to bike riding and 
some bike riding behaviors affect to make gestures. The 
initial design to control the music volume was to twist the 
gripping hand front or back. After the first iteration, this 
gesture was changed by the suggestion of designers. In the 
view of the designers, the hand was twisted not only when 
controlling the audio volume but also when making a turn 
with a small turning radius. The voice control have also 
been tried several times, however, most of voice controls 
have been changed to hand gestures because of the wind 
noise coming with the voice which may make the 
recognition difficult. 

At the early iterations, the participant contributed more to 
the design than the designers. As more iterations made, 
however, we found that the designers made more 
suggestions to the participant. According to the feedback 
from the designers at the post-test interview, they made 
more suggestions because the participant’s suggestions 
decreased after some iteration. Another reason can be that 
the designers could come up with more ideas from the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36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insights they found. It was interesting to see that one of the 
designers rode the bicycle and tried the prototype. In the 
post-test interview, he answered, “We wanted to make a 
small modification to gesture, […] I wanted to try gestures 
that the participant told that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why 
it is difficult, and it was really helpful.”  

Overall, the designers were satisfied with the Formula One 
method. The designers commented that the method was 
effective to quickly test various designs in the wild and it 
helped them to understand how designs would work in the 
context. The designers commented that the iterative process 
was effective to test all the gesture set while preventing 
designers and participants to stick on a single gesture. The 
designers liked the simple and easy setup; they told that it 
will be also possible to let users to do all the process by 
themselves and designers watch them how the users design 
and evaluate to get insights.  

We could also find limitations and possible improvements. 
Designers told that having three members in a team is too 
tight to run the experiment. They could operate the system 
and log the process; however, they were busy in 
concentrating on their each given tasks; they were worried 
if they might miss some important behaviors of the 
participant. They suggested having one or more designers 
in addition to three members would be better to manage all 
the process and observe the user in more detail. The 
designer logged the process also suggested to prepare 
stickers of frequently used diagrams and symbols for a 
more efficient logging so that they could focus more on the 
design than operating and logging. We chose a quiet and 
non-crowded place for the experiment considering 
participant’s safety. Designers commented that the venue is 
more like ‘semi-wild’. Normal situation of riding bicycle 
would be filled with people, bike, and cars. Since the 
designers could observe issues that can be made only in the 
outside, they told us that there might b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behaviors when there are other people.  

DISCUSSION  
Through the experiment, we could find that the Formula 
One method worked well for getting insights that can only 
be found in the wild early in a design process. In the aspects 
of fundamental and economic principle of a good prototype 
[9], our method seems to provide a good prototype. They 
could find many possible usability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the wild but difficult to be found in the lab. It also 
allowed the designers to communicate with the participant 
not only in the Pit Stop but also while he is on a bicycle 
both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With a rich 
video and sound information, designers could know which 
situation the user is currently facing. The Formula One 
method is also very efficient. It took only few hours to 
prepare and executing the repetitive design and evaluation 
of interactive prototype. The easy GUI prototyping using 
PowerPoint enables designers with no programming skills 

to easily implement prototype, both prior to and in the 
middle of the experiment.  

While we tested our method for bicycle-riding context, by 
changing the installation, this method can be applied for 
various scenarios. For example, a puppet can be attached on 
a user’s shoe to simulate smart footwear as shown in Figure 
4. Through the puppet on user’s shoe, designer now can 
observe what the user is doing with his/her hands (gestures) 
and knows where its owner is. Also, it is possible record 
conversations or recognize simple contact with other people 
and simulate and give proper feedback. 

  
Figure 4.  Example setting of puppet attached on a 

footwear and wizard view. 

Another possible scenario could be a smart watch 
simulation. By combining a wrist watch and smart phone, 
we can easily simulate a smart watch prototype (Figure 5). 
With a puppet camera attached on the user’s chest, designer 
can observe user’s gesture and give graphic image slide and 
sound feedback. There can be many possible configurations 
made using multiple puppets at different locations; 
designers will be able to design and research without a 
border. 

 
Figure 5.  Example setting of smart watch application 

and wizard view. 
CONCLUSION AND FUTURE WORK 
In this paper, we showed that the current mobile devices 
could be successfully used as WOz tools. Without any 
complex settings or programming, designers could conduct 
an in-the-wild WOz study using off-the-shelf mobile 
devices and applications. In the user study, we received 
many positive comments from the participants. With the 
benefits of this method, we may draw more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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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programming skills to design the interactive 
prototyping by themselves.  

The future work will be an in-depth study on the in-situ 
iterative prototyping includ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a prototype design consensus without having much 
iteration or many users. Using smart mobile devices for 
WOz is portable, and also has a strong potential of sensing 
various physical properties. For the future study, we will 
also discover how this method can be used in different 
situations and setups, and how they can enhance the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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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 에 올리는 

이른바 ‘한복 인증샷’ 문화는 이를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문화가 디지털 

플랫폼을 만나 변용되는 지점에서, 사용자들이 한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복 열풍이나 인증샷 문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험적 자료(사진과 해시태그)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고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복'이라는 키워드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검색한 

뒤, 개방 코딩과 축 코딩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복 관련 게시물의 범주는 사진의 

중심테마에 따라 크게 한복, 개인 셀피, 단체 셀피, 

전통 경관, 자연 및 공원, 스튜디오 촬영 등 22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물품, 

의복, 유람, 사건, 문화적 생산의 5 가지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한복과 

관련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한복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on 

‘Hanbok’ (Korean traditional costume)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It is well 

reflected in the phenomenon that people 

upload photographs of Hanbok on social 

network services (SN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raditional culture is being 

transformed in digital platform and how 

people express their perception through 

photos and hashtags on Instagram. According 

to the constructiv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e analyzed the ‘pics of 

Hanbok’ phenomenon based on the empirical 

data (photos and hashtags). Postings related 

Hanbok were sorted as 22 sub-categories (such 

as Hanbok, Individual selfie, Group selfie, 

Traditional scenes, Nature or park, Studio, 

etc.) according to their main theme. And the 

sub-categories were integrated into 5 

categories, which consist of Commodity, 

Clothing, Sightseeing, Event, and Cultural 

products. In this study, we explored how 

cultural heritage is expressed and transformed 

in social media. This w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revival of traditional culture 

through digital media.  

주제어 

한복, 인증샷, SNS,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근거이론 

서론 

한복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이 생활 속에서 착용해 왔던 복식이다. 

그러나 서양식 의복의 유입과 함께 활동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운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실제로 2007 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복관련업체들은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꼈으며, 

향후 한복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다[1].  

그렇지만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 대 이하로 구성된 이 

계층은 한복의 문화적 상징성 및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로[2], 특히 

여성들에게서 한복을 구입하는 사례가 지난 2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더불어 

비영리단체인 ‘한복놀이단’, 커뮤니티인 한복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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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다’, ‘한복입기 좋은 날’ 등이 등장하며 한복 

입기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도 생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 에 올리는 

이른바 ‘한복 인증샷’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2015 년 

11 월 1 일 기준, ‘한복’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총 

24 만 여 건).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복 열풍이라 불리는 현상, 

그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속에서 한복과 관련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살펴본 미디어는 영상 기반의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다양성, 일상성, 연관성 때문에 선택하였다. 즉, 

사용자는 글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일상의 일들을 

공유할 수 있다. 또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 영상에서 

누락된 정보들을 적을 수 있으며, 관심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문화가 디지털 플랫폼을 만나 

변용되는 지점에서, 사용자들이 한복을 이해해석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한복 

열풍이나 인증샷 문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험적 자료(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과 

해시태그)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고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론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자료 수집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한복 인증샷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시태그 한복’ (#한복)과 

관련된 게시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인스타그램 

API method 중 ‘tag/{tag-

name}/media/recent’를 활용하였고, tag name 에 

‘한복’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4]. 이중 게시물 생성시간 (created 

time)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2015 년 10 월 17 일과 

24 일에 해당하는 총 1461 건의 데이터 (17 일: 

678 건, 24 일: 783 건)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분석에 주로 활용된 자료는 게시된 영상(사진 혹은 

동영상)과 사용자가 붙인 해시태그였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 중 한복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게시물 

19 건과 분석 기간 동안 삭제된 게시물 6 건을 제외한 

데이터 총 1436 건을 분석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를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귀납적인 이론을 구축해나가는 

질적연구방법이다[5].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탐색적(exploratory) 

연구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가설검증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 또한 근거이론은 연구참여자들의 표현 속에 

중요하게 드러나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5]. 

근거이론의 특징은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론 

구축 단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근거이론은 분석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범주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constant comparison), 분석에서 나타난 

정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그룹을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 

과정(theoretical sampling)을 거친다[6]. 

본 연구에서는 Charmaz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방법론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7].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코딩의 각 

단계는 분리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8]. 

연구결과 

• 개방 코딩: 사진 개념화 및 범주화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영상 속 정보를 문자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자료에 나타난 

특징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번의 코딩을 실시하였다. 영상의 중심부에 

나타난 대상, 등장하는 의복의 종류, 대상이 담긴 

배경에 따라 총 133 개의 개념을 명명하고 이를 

1 차적으로 범주화하여 총 34 개의 상위개념을 

발견하였다. 1 차 범주화의 결과는 표 1 과 같다. 

영상의 중심부에 나타난 대상에 따른 코딩에서는 

‘독사진-여’, ‘5 명 미만-여’, ‘커플’ 등 총 35 개의 

개념이 발견되었다. 이를 다시 범주화한 결과, 총 

12 개의 상위개념을 구성하였다. 

등장하는 의복의 종류에 따른 코딩에서는 ‘전통한복’, 
‘전통한복-어우동’, ‘생활한복’ 등 총 45 개의 개념이 

발견되었다. 이를 다시 범주화한 결과, 총 7 개의 

상위개념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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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담긴 배경에 따른 코딩에서는 ‘전통경관-거리’, 
‘전통경관-궁궐’, ‘현대경관-거리’, ‘실내-방’ 등 총 

53 개의 개념이 발견되었다. 이를 다시 범주화한 결과, 

총 13 개의 상위개념을 구성하였다. 

표 1. 개방코딩(1 차 범주화) 결과 

기준 발견된 개념 

등장하는 

대상 

독사진, 커플, 단체, 아동, 동물, 인형, 

한복관련물품, 미술품, 풍경사진, 

드라마스틸컷, 기사, 광고 

등장하는 

의복의 

종류 

전통한복, 생활한복, 패션한복, 웨딩한복, 

애견한복, 일상복/기타, 판별불가 

대상이 

담긴 

배경 

전통경관, 실내(방), 야외(공원, 기타), 

현대경관(거리), 실내(기타), 야외(자연), 

실내(스튜디오), 

실내(한복점/한복대여점/작업실), 

공연/전시, 실내(결혼식/돌잔치), 

야외(성당), 기타(차 안), 해외 

 

• 개방 코딩: 해시태그 분석 

'#한복'을 포함하고 있는 총 1436 건의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 총 13871 건, 

4582 종류의 해시태그('#한복' 제외)가 발견되었다. 

모든 게시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시태그들을 분석한 결과, 

hanbok(254 건), 전주(207 건), 

한복스타그램(188 건), 셀스타그램(183 건), 

맞팔(173 건), 경복궁(162 건), 일상(151 건), 

소통(146 건), 선팔(138 건), 한옥마을(136 건) 순으로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 개의 해시태그 

중, 서로 의미가 밀접한 해시태그끼리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해시태그 분석 결과 

분류 해시태그(빈도) 빈도 

지역/

여행 

전주(207), 경복궁(162), 

한옥마을(136), 전주한옥마을(112), 

여행(65) 

682 

계정 

홍보 

맞팔(173), 소통(146), 선팔(138), 

좋아요(89), 팔로우(77), 

인스타그램(48) 

671 

셀피 셀스타그램(183), selfie(117), 

셀카(108), 얼스타그램(93), 셀피(92) 

593 

한복 hanbok(254), 한복스타그램(188) 442 

일상 일상(151), daily(106), 데일리(92) 349 

패션 생활한복(128), 데일리룩(54), 

fashion(43), 패션(41) 

266 

한국 korea(128), korean(51), 한국(43) 222 

결혼식 결혼식(47) 47 

커플 럽스타그램(47) 47 

 

해시태그 분석 결과, ‘지역/여행’ 카테고리의 

해시태그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러 궁 중에서도 ‘#경복궁’이 다수 

언급되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한복 입기 좋은 

곳’으로 전주한옥마을과 경복궁을 꼽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이러한 장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지로서 한옥, 한지, 한식 등의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9]. 둘째로, 주변에 한복 대여업체가 있어 

손쉽게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2 위와 3 위를 차지한 ‘셀피’ 및 ‘계정홍보’ 
카테고리의 해시태그들은 사진의 주제와 상관없이 

인스타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해시태그들이다. 

한편, ‘한복’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게시글에 ‘#한복’과 

함께 영어로 ‘#hanbok’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복을 검색할 경우도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복스타그램’이라는 신조어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복’과 ‘인스타그램’을 합성한 

말로, 그 빈도를 고려했을 때 한복 인증샷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널리 퍼진 현상임을 반영한다. 

한편 ‘일상’ 및 ‘패션’ 카테고리의 해시태그들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는 한복이 결혼식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정 

반대로, 요즘에는 오히려 여행이나 일상과 같은 

평범한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축 코딩: 사진의 테마에 따른 분류 및 해시태그 분석 

이 단계에서는 귀납적 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사회적인 실제를 표방하는 범주를 구성하고, 영상들이 

각각 하나의 범주 안에 속하도록 영상을 분류하였다. 

이 범주는 5가지의 범주, 즉 물품, 의복, 유람, 사건, 

문화적 생산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참고).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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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 각기 코딩한 결과물을 상호비교하며 

코딩결과를 통합하였다. 

표 3. #한복과 관련된 게시물의 범주 

(사진의 중심테마에 따른 분류, 총 1436 장) 

물품 의복 유람 사건 문화적 

생산 

한복 

(63) 

개인 셀피 

(236) 

전통 

경관 

(414) 

결혼식 

(30) 

공연과 

전시(39) 

장신구

(27) 

단체 셀피 

(56) 

성당   

(29) 

돌잔치 

(9) 

미술작품 

(30) 

천 

(20) 

커플 셀피 

(23) 

자연 및 

공원  

(128) 

스튜디오 

촬영(58) 

광고(20) 

 아동 

사진(9) 

거리  

(121) 

 대중문화 

언급(10) 

 동물과 

인형 (16) 

점포    

(32) 

  

  해외(7)    

  기타 

(59) 

  

 

• 물품 

‘한복’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 중, 일부는 한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의 영상은 한복을 

찍은 것으로, 주로 한복이 입혀진 마네킹이나 바닥에 

펼쳐놓은 한복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또 다른 분류는 

장신구로, 한복과 함께 착용하는 족두리나 머리핀 

등이 등장하였다. 그 외에도 한복의 재료가 되는 

천으로만 구성된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물품과 관련된 영상은 한복을 제작하는 개인이나 

업체에서 올리기도 하지만, 결혼 예복인 한복을 

맞추러 한복집을 방문한 사람들에 의해 게시되기도 

하였다. 즉 사용자들은 한복 제작 계약 단계에서 천을, 

맞춘 한복이 배달된 경우 한복상하의를 촬영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준비’, 
‘#결혼식’, ‘#웨딩’, ‘#새댁’ 등 결혼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게시물에 함께 사용되었다.  

• 의복 

의복 범주에 속하는 게시물들은 등장하는 대상과 의복 

중심으로 구성되어, 배경이 일부만 노출되는 영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주된 유형의 영상들은 

셀피(selfie)로, 촬영의 주체이자 촬영의 대상인 

이들에 의해 편집된 자화상들이었다. 영상의 일부는 

타인에 의해 촬영되었는데, 촬영 대상인 이들의 

페이지에 게시하였기에 셀피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셀피에 해당하는 영상들은 대상의 얼굴이나 상반신만 

등장하거나, 거울을 통해 대상의 반신이 등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셀피는 독사진, 친구나 가족과 같이 그룹으로 찍은 

사진, 연애하거나 결혼한 커플들의 사진으로 나뉜다. 

셀피에서는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 개인 셀피를 

촬영한 대상으로는 여성들(229건)이 남성들(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맜으며, 단체 셀피에서도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45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셀피로 분류된 그룹에서는 셀피와 

관련된 용어(‘#셀스타그램’, ‘#셀카’, ‘#얼스타그램’ 
등) 외에 자기 홍보 및 관계 맺기와 관련된 

용어(‘#맞팔’, ‘#소통’, ‘#선팔’ 등)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셀피 외에도 한복을 입은 아동의 영상이 게시되는 

경우, 반려 동물이나 인형에게 한복을 입히고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해시태그를 고려했을 때, 아동 사진의 대부분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로 한정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올린 경우에 

속했다. 한편 반려 동물의 영상은 모두 집의 방에서 

촬영된 것이었으며,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작은 크기의 

반려 동물만이 영상에 등장하였다.  

• 유람 

유람 범주에 속하는 게시물들은 촬영 대상과 한복, 

그리고 배경의 비중이 균등하거나 영상에서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시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신이 들어간 게시물들의 비중은 유람 

범주가(54%) 의복 범주에 속하는 게시물들(23%)에 

비해 더 크다. 또한 다른 범주와는 달리 #여행, 

#나들이, #주말과 같은 해시태그들과 관련이 깊다.  

유람 범주의 영상에서는 전통경관, 성당, 잔디밭, 

갈대밭, 숲 등의 자연물, 공원, 거리, 점포, 해외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배경들이 등장한다. 전통경관과 

관련된 장소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은 경복궁, 

전주 한옥마을, 민속촌이며, 이는 해시태그(‘#경복궁’,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게다가 전주 지역과 관련된 배경으로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전동성당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성당과 

관련된 게시물 전체에 해당한다. 한 사용자가 

경복궁을 ‘한복 입고 꼭 가야 한다는, 입문코스로 

유명한 경복궁’으로 표현했듯이, 한복을 입는 사용자 

들에게서 입고 가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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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의 사용자들 중 일부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하기도 하였다. 한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기쁨, 응원 등)을 

서술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사진 찍는 것에 

대해 요청을 받은 사실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일상복을 입었지만 한복 해시태그를 붙이며, 한복을 

입고 해당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적은 

이들도 있었다. 따라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장소라는 맥락 안에서 같은 부류의 그룹(한복을 입은 

이들) 혹은 다른 부류의 그룹(한복을 입지 않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 사건 

한복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스튜디오 촬영 등이 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서 

신랑신부가 한복을 입기도 하지만, 신랑신부가 

아니어도 한복을 입은 여성들 또한 등장한다. 이는 

한국에서 특별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차려 입는 

예복으로 한복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스튜디오 촬영은 결혼식, 혹은 돌잔치와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주된 게시물은 

‘#결혼’, ‘#wedding’에서 볼 수 있듯 신랑신부 관련 

게시물이었다.  

• 문화적 생산 

한복과 관련된 영상들 중 대부분이 자신, 혹은 

주변인들이 입은 한복 사진인 반면, 적지만 한복과 

관련된 문화적 생산물들도 존재한다. 한복을 입고 

하는 무용 혹은 음악 공연, 패션쇼, 그림,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 광고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공연이나 

전시, 쇼와 관련된 영상에는 공연 혹은 전시 중인 

상황을 묘사한 것 이외에, 무대 상황이나 준비과정에 

있는 모습을 올린 경우도 포함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게시물들은 미술작품을 제외하고, 대개 타인이 만든 

1차적 생산물들을 배포하는 미디어의 성격이 강하다.  

결론 

• 한복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여타의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여타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인스타그램은 온전히 영상물에 

기반을 두고 다른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해시태그를 통해 영상물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나 생각, 느낌을 서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영상 자체, 

혹은 영상이 가지는 주제와 관련된 용어들이 존재하여 

인터넷 플랫폼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이 ‘한복’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다양한 상황 및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음이 

밝혀졌다. 그 속에서 한복은 자신을 드러내는 

의복으로, 장소와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아이템으로, 

예식의 요소로, 다른 문화적인 생산을 돕는 요인으로 

그 의미가 생성되었다. 또한 게시물들은 소셜 미디어 

속 네트워크, 즉 지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한복 제작 및 대여 업체와 종사자 속에서 공유되며 

의미를 확장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었다.     

이제 한복이라는 전통문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나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상황을 

표현하는 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에 지나지 않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결혼예복으로, 30대 중반 이상은 가족이나 

기타행사에 착용하기 위해 한복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11]. 그러나 이제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한복은 행사를 너머 일상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 장만이나 

연예인 만남 인증샷을 찍듯, 한복을 입은 사진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행위로서의 기록과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되었다. SNS 

공간에서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로써[12], 

젊은층을 중심으로 더욱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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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Push Up 운동 추적을 위해서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인 HUX (Health User Experience) 

Device 의 개발을 연구한다. 이 디바이스는 ‘Push 

Up 운동 시 사용자의 운동 상태 측정’을 목표로 하여 

운동 정보를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근력운동에 대해 압력센서로 모아진 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적합한 운동을 진행한 횟수를 

LED Counting 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디바이스 형태로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혼자 운동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보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o study the development of HUX 

(Health User Experience) Device of the wearable 

device was developed for the Push Up motion 

tracking. This device, traveling in the direction 

that will visualize the user easy to understand 

the movement information with the aim of 

‘Push Up measurement of the user's motion 

state at the time of exercise’ 

  The strength movement to express the number 

of times subjected to the real time at the right 

exercise to the user via the data gathered by the 

pressure sensor LED Counting.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e the lack 

of information that occurs when it is practiced 

alone and lack of exercise in modern man in the 

form of devices that have been developed 

throughout the study. 

주제어  

Healthcare, Exercise, Push Up, Pressure, 

Counting, Visualization  

1. 서론 

운동이 각종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몸이 

약해지고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수면장애, 근육과 관절 통증을 

증상으로 보이는 만성피로증후군(CFS·Chronic 

Fatigue Syndrome)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생긴 질병으로 현재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고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의 효율적인 극복 방법으로 

운동이 제시되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은 

이유 없이 만성피로를 느끼는 환자 640 명에게 운동을 

시켜 24 주와 52 주 뒤 관찰했다. 연구 결과,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의 60% 이상이 상태가 좋아졌으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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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30%는 체력과 신체기능이 일반인 수준으로 

돌아갔다. 또 미국의 뉴스사이트인 데일리비스트(Daily 

Beast)는 아침에 눈을 떠서 졸린 상태에서 푸쉬업 등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커피 한 잔 보다 에너지를 

상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카페인을 

마셨을 때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6% 상승하는 반면, 

운동을 했을 때에는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한편, 근력 저항 운동은 근육조직의 증가로 인한 체 

지방량의 감소 외에도 근력의 유지와 체지방 체중의 

증가(Prately et al., 1994 ;Treuth et al, 1995), 혈중 

지질의 감소 및 지단백 대사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Stewart & Kelemen, 1989; Gettman & 

Pollock, 1991), 내장에 축적된 복부 내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보고 되고 있다.(Treuth et al, 

1995).2) 

최근 국내에도 FitBit, Jawbone Up 과 같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산업체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HUX 의 목표는 사용자가 근력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근력 운동 중인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지 않고 운동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한다. 

1.1. Relative Work 

 기존의 다양한 논문들이 현대인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소하는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스마트폰과 앱, 레고 마인드 스톰을 이용하여 줄넘기, 

스쿼드,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운동을   

카운트하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운동 측정 

어플리케이션 연구가 있었다[3]. 고강도의 줄넘기 

운동을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줄넘기에서는 자가발전 줄넘기 

디바이스와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앱에서 리듬게임으로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운동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4].  위 논문들은 운동에 재미를 주거나 

한정적인 정량측정으로 사용자운동에서 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측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반면에 Efficient Accelerometer-Based Swimming 

Exercise Tracking 에서는 가속센서만을 이용해서 

수영활동 중에서 Freestyle, Breast- stroke, Back-

stroke, Turn 의 활동을 논문에서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5].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중량운동과 가장 밀접한 

연구 논문은 Tracking Free-Weight Exercises 이다. 

3 축 가속도 센서가 장착되어있는 장갑과 허리에 배치한 

또 다른 가속센서를 통해서 중량운동을 추적하였으며, 

A Naive Bayes Classifier and Hidden Markov 

Models 를 이용한 연구방법으로 9 개의 다른 운동 중 

90%를 정확하게 측정하였으면 카운팅 오류는 5%에 

미치지 않았다[6]. 하지만 운동을 추적하는 것에만 

그쳤을 뿐 정확히 측정한 운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중요하지만 기존의 논문에서 

소홀이 했던 사용자 경험 부분을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1.2. 사용자 Needs 조사 

사용자에 대한 Needs 를 파악하고자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헬스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한 후 헤비와 라이트 유저를 

분할한 뒤 직접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UX 툴 Card Sorting 을 

이용한 회의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분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그림 1 CARD SORTING 기법으로 사용자의 NEEDS 

파악 

 

1.2.1. 심층 인터뷰  

운동을 하는 유저 중에서 크게 헤비와 라이트 유저로 

분할하였다.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 세 

이상의 이용객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용기간이 3 개월 

미만인 사람이 31.3%이다[7].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 

155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역시 운동 시작 후 휴식 

기까지 3 개월 미만인 경우가 72.9%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유저를 

분할하였다.   

 

표 1 .심층 인터뷰 공통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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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 

1. 성별 / 나이 

2. 헬스장을 얼마나 다녔나요?  

3. 헬스장을 주 몇 회 정도 가시나요? 

4. 헬스장에서 평균 몇 분 ~ 몇 시간 정도 있으시나요? 

5. 헬스장에서의 행동을 쭉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6. PT 받는지 여부 / 혼자 운동을 하는지 / 특정 프로그램을 

듣는지(G.X.) 

7. 운동 목적은 무엇입니까? 

8. 주로 어느 곳을 응시하면서 운동을 하십니까? (거울 / 

자신의 몸 / 부위 / 남의 몸) 

9. 휴식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휴식 시간 체크 / 휴식할 때 

뭘 하는지, 얼마나 쉬는지, 무슨 운동을 하고 나서 주로 

쉬는지) 

 

표 2. LIGHT USER & HEAVY USER 심층 인터뷰 질문 

항목 

<Light User 질문> 

- 동기부여목적 (헬스장을 무조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헬스장 경험이 있기만 

하면 됨, 운동에 잘 흥미를 못 느끼거나, 3개월 이상 꾸준히 못 다니는 사람) 

1. 헬스장에서 제일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무엇이 가장 신경 쓰입니까? (집중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3. 운동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4. 운동할 때 얼마나 자신의 몸을 자주 쳐다보시나요? 

5. 근력 운동을 혼자 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6. 운동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6-1.인터넷에서 얻는다고 대답했을 경우) 키워드는 주로 뭘 찾으시나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7. 무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산소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8. 다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다가 다치셨습니까?(구체적으로) 

9. 운동의 적당량/한계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남의 시선 / 무게 / 자세 / 표정) 

 

<Heavy User 질문> 

- 정확한 정보 (운동에 좀 재미를 느끼고, 4개월 이상 꾸준히 다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지금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1. 운동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2. 각 부위별로, 예를 들어서 팔 근육을 운동할 때, 자신에게 딱 맞는 무게를 알고 

있는가? 

3. 점수를 매긴다면, 자신의 자세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 다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세를 하다가 다치셨습니까? 

5.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피로를 느끼십니까? (피로도) 

6. 본인의 한계치를 100 이라고 잡을 때, 평소 운동을 몇개까지 하는 편입니까? 

(한계치를 아십니까?) 

7. 한계치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8. 운동 전 스트레칭이나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시는 편입니까? 

9.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남의 시선 / 무게 / 자세 / 표정) 

10. 삼두근 / 이두근 등 운동하기 가장 어려운 부위는 어디인가요? 

 

 

1.2.2. Card Sorting 

Card Sorting(카드 분류법)은 사용자의 생각의 

잠재적인 구조, 정신 모형 등을 발견하기 위해, 다수의 

사용자가 카드를 자신이 보기 적합하게 분류하도록 

하므로 판단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또한 카드 제작은 

전문 평가자가 관여하나 판단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기법이다[8]. 중량운동을 하는 유저들이 정말 

그림 2 유저별로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문장과 키워드 위주로 분류하는 CARD SORTING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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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용자 경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심층인터뷰 답변과 인터넷 설문조사 항목을 키워드 및 

주제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총 155 명의 답변을 받았으며 

18 세에서 22 세는 12 명, 23 세에서 27 세는 101 명, 

28 세~32 세는 38 명, 33 세~ 37 세는 3 명이 

참여하였고, 남성은 90 명, 여성은 65 으로 집계되었다. 

첫 번째로 ‘ 평소에 운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에는 주 1~6 시간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하지 않음이 뒤를 이여 20.6%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개발이 목적으로 그러한 대상 위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유의했던 질문은 ‘운동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에는 인터넷이 69%이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뒤를 이어 11%였다. 그리고 10.3%가 

기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얻고 있는 운동 

정보가 본인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는 

‘아니다’ 라는 답변이 59.4%로 높았다.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54.5%가 나에게 적합한 운동 방식이라고 

했으며, 39.7%가 나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와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고민하였다. 또한 전체 인원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음에는 압도적인 수치로 77.1%가 

‘혼자 한다.’ 였다. 그 다음으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다’ 가 11.1%  였고, ‘GX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는 

4.2% 였다.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강도와 운동량, 운동방식에 대해서 유저들이 많은 

고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며, 무엇보다 

트레이너의 도움을 덜 받고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심층 인터뷰 답변에서는 라이트 유저의 경우에는 

자신의 운동의 한계치/적정량과 자세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정보를 모른다는 고민도 많았다. 이는 헤비 

유저 또한 비슷하였다. 라이트 유저보다 자세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으며, 한계치와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다음으로 있었다.  

 UX 기법을 이용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자세에 대한 

고민과 운동 중에 본인의 한계치/적정량에 대한 

Needs 를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와 

적정량에 대한 정보를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 디바이스에 대한 Needs 

조사로 파악하였다. 

1.2.3. 디바이스 Needs 파악 

 인터넷 서베이 155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30.3%이다. 

헬스장에서 착용하는 액세 서리 중에서 장갑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성 의류가 25%로 뒤를 

이었고 기타, 아대, 복대는 5~10% 내외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유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갑형으로 

기기를 제작했다. 

 

그림 3 중량운동 유저가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 

 

2. 본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 장갑에서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을 추적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그림 4 HUX 디바이스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주어진 운동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자세를 통해서 운동을 했을 시에만 카운팅을 

해주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적합한 자세를 판정하는 

기준은 운동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Push Up 자세를 규정함은 빠른 

스피드와 함께 순간압력이 커서 측정이 용이한 자세를 

타겟으로 잡았다. 

 또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Push Up 운동에서는 

양쪽 팔의 균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고 

표현하기 위해 압력센서와 8x8 LED Matrix 를 

이용하여 양손에서 따로 횟수 카운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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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카운팅 디바이스 개발 

카운팅 디바이스는 Push Up 운동 중에 상승점, 

하강구간, 하강점, 상승구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압력수치를 거치는 과정을 1 회로 카운트 하고 속도는 

7 개/10s 로 하였다. 압력센서를 손바닥에 부착하는 

위치는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였다. 엄지손가락 아래의 

갈고리 뼈, 나머지 네 손가락의 첫 마디 뼈에 마지막 

관절위치까지 5 군데의 압력을 맨손근력자세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가장 압력변화가 심한 엄지손가락 

아래 갈고리 뼈를 압력센서 부착위치로 결정하였다.  

 

그림 5. 압력센서 부착 위치 및 사진 

 

2.1.1. 카운팅 디바이스 하드웨어 구성 

HUX 카운팅 디바이스의 구성은 장갑과 아두이노, 

압력센서, LED Matrix, 배터리이다. 운동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크기를 줄였다. 운동 중에 

방해되지 않는 손등에는 LED Matrix 를 손목 밴드 

부분에는 배터리와 아두이노를 부착하였다.  

 

그림 6. 디바이스 구성 모듈 세부사항 (A) 아두이노 프로 

미니 3.3V (B)  LED SQUARE MATRIX 모듈 (C) 

압력센서(0~1023) (D) 리튬 이온 배터리(3.7V) 

 

2.1.2. 카운팅 디바이스 알고리즘 설계 

카운팅 알고리즘은 아두이노 기반의 C++언어로 

작성하였다. 압력센서의 데이터을 수집하고 이를 각각 

Buffer1 과 Buffer2 의 값에 시간차별로 대입하여 

미분한 값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순간적인 압력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3. 실험방법 

실험을 위해서 표준화된 맨손 근력 자세에서 

시행되었다[9]. 대흉근은 똑바로 누운자세에서 

팔꿈치는 신전하고 어깨는 90◦  굴곡, 그리고 내회전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전거근의 최대 등척성 수축은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내회전 한 상태에서 총 

30 회실험을 하였다. 

단순한 패턴이 아닌 Push Up 운동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하였는데 처음 바닥에 엎드려서 팔을 편 상태로 

피크지점에 머물러 있는다. 이때의 압력의 수치는 ±50 

이내의 값을 가진다. 그 다음 최하 점을 찍기 위해서 

팔을 굽히며 하강을 하는데 이때 압력 차의 수치는 

평균적으로 -300 이상의 미분 값을 가진다. 하강 점을 

찍고 빠르게 팔을 쭉 펴면서 다시 피크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300 이상의 미분 값을 가진다. 

이러한 상승 미분 값과 피크지점의 미분 값, 

하강지점의 미분 값을 찾기 위해서 30 회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10 회마다 평균치를 찾았다.  

 

그림 7.카운팅 디바이스가 측정한 압력 센서의 값 

 

 

그림 8. HUX 카운팅 디바이스 착용 모습 

 

 

4. 논의 및 결론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디바이스는 [그림 

7]과 같다. 30 회의 진행한 실험수치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권장하는 운동에 적합한 자세로 진행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0 회 단위로 LED 에서 

표시되는 카운팅 숫자의 색깔 변화를 주었다. 

개발한 HUX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스스로가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운동자세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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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스스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신의 운동효과 및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더 이상 호흡과 숫자 카운팅 작업을 동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온전히 개발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HUX 디바이스가 측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운동이나 손바닥의 너비, 

어깨 폭을 달리하는 자세를 디바이스에 학습시키고 

사용자에게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소형화된 디바이스를 추구하며, 

웨어러블 기기인 만큼 장갑을 세탁이 가능하게 하고 

더욱 편리한 디바이스 탈 부착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만족시키고 HCI 

3 대요소에 적합한 평가를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Push UP 으로 국한되어있는 운동을 

다방면의 운동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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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기반의 보행자 검출을 

수행함에 있어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차맵을 사용하여 영상내 인식 대상의 존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객체 인식 성능과 속도를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시차맵 자체의 에러, 보행자의 크기 및 위치 

변화 등은 검출 성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출 성능은 일부 유지하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차맵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객체의 영역을 검출한 결과로부터, 최적의 관심영역을 

추출하는 단계와 각각의 관심영역을 인식하기 위한 

개선된 피라미드기반의 보행자 검출단계가 있다. 

개선된 피라미드기반의 보행자 검출 단계는 내부적으로 

관심영역을 정규화하고, 스케일링 업/다운하는 단계, 

보행자 인식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함에 있어 최적의 

특징만 추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분류기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ETH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of 

processing time improving for stereo vision-

based pedestrian detection. Despite improving 

the detection performance and processing time 

by limiting the obstacle area using the disparity 

map, error of disparity map itself and variations 

of pedestrian size and position make the 

detection performance worse. Thus, we try to 

improve the processing time, maintaining the 

detection performance. Our proposes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namely optimal region 

extraction step from approximate obstacle area 

extracted using the disparity map and improved 

pyramid-based pedestrian detection step for 

recognizing each region. The pyramid-based 

pedestrian detection step also consists of several 

steps such as region normalization, scaling up 

or down, recognition with training model.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the 

experiments using ETH data base. 

주제어 

보행자 검출, 스테레오 비전, 속도 개선 

서론 

 영상을 이용하는 인식 기술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이 지능화되고 

연결되는 IoT (Internet of Things)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영상을 이용하여 관련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영상 

센서의 발전, 컴퓨팅 파워의 증가,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직접 인식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적용 분야 또한 로봇, 자동차, 자동화 

시스템에서부터 최근 보안 및 감시, 헬스케어 

분야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향후 자율 주행 차량과 관련하여 영상 인식기술이 

다양한 기능에 적용될 수 있다 [1-3]. 예를 들어 전방 

충돌 방지 및 회피, 측후방 장애물 인식에서부터 차량 

표지판 및 신호등 인식과 같은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영상 인식 기술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상 센서의 외부 조명에 대한 민감성, 대용량 

데이터로 인한 느린 처리 시간, 인식 성능의 저하 등은 

대표적인 문제이다. 다행히 최근 큰 다이나믹 레인지 

(dynamic range)를 가진 가시광선 센서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및 원적외선 센서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 외부 

조명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영상의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에 따른 영상 처리 속도 

문제는 더욱 큰 이슈로 남아있다. 특히 영상 인식 시 

영상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식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식대상을 더욱 잘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 정보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각 특징 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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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상 처리과정을 거쳐서 수행되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또한 

인식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특징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처리 

속도 측면에서는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는 임베디드 시스템 (embedded 

system)으로 구현 시, 그래픽 프로세싱 장치 (graphic 

processing unit)를 사용하여 처리 속도를 상당히 

개선시키고 있다 [4, 5]. 그러나 GPU 는 여전히 

고가이며, 처리 속도가 GPU 자체의 성능 또는 구현 

방법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자체의 속도 향상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특징별 적정수준의 

저해상도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징별 

적절한 해상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성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으로 인식 성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과거에는 모노 영상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스테레오 비전기반의 시차맵 

(disparity map)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6-9]. 

시차맵은 3 차원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 대상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고, 영상내 인식 대상의 존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식 성능과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크기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환하여 처리하는 피라미드 (Pyramid)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상당한 속도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기반의 보행자 

검출에 있어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테레오 비전기반 보행자 검출 

일반적으로 객체 인식에 사용되는 분류기는 사전에 

학습 영상 (training image)인 참 영상 (positive 

image)과 거짓 영상 (negative image)을 이용한 

훈련을 통하여 학습 모델을 가지게 된다.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의 객체 인식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용되는 학습 영상의 크기는 

사전에 정의되며, 학습 영상 내의 객체 크기 또한 

일정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객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입력 영상내의 위치와 크기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식기는 전체 영역을 모두 탐색할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 영상을 

줄이거나 키워서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성능은 우수하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객체의 위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3 차원 거리 정보인 시차맵, 3 차원 움직임 정보인 

옵티컬 플로우 (optical flow)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사용되는 추가정보 또한 많은 

에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시차맵의 경우, 입력되는 

영상의 밝기 변화, 텍스쳐 (texture) 등에 민감한 

그림 1. 제안된 보행자 검출 흐름도 

특성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한 객체 추출 

시, 추가정보 자체의 에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며, 특히 사용한 학습 영상의 크기 및 위치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객체 인식 시 사용되는 

특징 또한 다양한 특징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추가정보로 검출된 관심영역을 최적으로 추출하고, 

여기에 피라미드 기법의 적용 시, 시차맵의 정보와 배경 

확장을 통하여 그 단계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객체 인식 

시에 사용되는 특징의 경우에도 최적의 특징만을 

사용하여 특징 추출 및 인식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차맵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객체의 영역을 

검출한 결과로부터, 최적의 관심영역을 추출하는 

단계와 각각의 관심영역을 인식하기 위한 개선된 

피라미드기반의 보행자 검출단계가 있다. 개선된 

피라미드기반의 보행자 검출 단계는 내부적으로 

관심영역을 정규화하고, 스케일링 업/다운 (scaling 

up/down) 하는 단계, 보행자 인식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함에 있어 최적의 특징만 추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분류기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 먼저 객체 검출 결과로부터, 

객체의 높이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림 2 는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그림 2.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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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나타낸다 [6, 8]. 두 카메라간의 간격을 b, 

카메라와 지면간의 거리를 h, 카메라와 지면간의 

각도를 θ 라고 정의 한다. 초점 거리를 f, 단위 길이당 

픽셀 수를 m 이라고 정의하면 α는 f*m 으로 표시된다. 

이때 절대 좌표 Rw 의 한 점 P(X,Y,Z)를 각각의 카메라 

좌표 Rcl, Rcr 를 거쳐 영상 좌표 Il, Ir 로 매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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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시차값 d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θZθhY
bαuud rl cossin)(

1
++

=−=   (2) 

즉 왼쪽 영상의 수평 위치 (ul)와 오른쪽 영상의 수평 

위치 (ur)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때 실제 객체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두 지점을 Y1, Y2 라고 정의하면, 식 

(1)로부터 실제 객체의 높이 H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d
θbvvYYH cos)( 2121 −=−= (3) 

여기서 21 vv − 는 영상에서의 객체 높이로서, 이를

활용하면 객체의 높이 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관심영역 추출 시에는 객체의 크기와 위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크기는 동일하고, 

배경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림 3). 

학습 영상의 크기를 wi*hi, 보행자의 크기를 wp*hp 으로 

정의하면, 높이 마진 (margin) hm 과 폭 w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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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와 β 는 추가적인 배경의 크기를 결정하는

파라메터이다. 그리고 폭은 객체 검출의 결과가 아닌, 

높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해지도록 한다. 시차맵 

또한 에러를 가지지만, 주변 환경이 일반적일 때에는 

상당히 정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차맵 에러로 

인하여 객체의 높이를 정확하지 못하게 검출하더라도, 

배경의 확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한다. 이때, 검출된 

영역에서의 보행자 크기 비율은 학습 영상과 동일하게 

하여, 향후 검출단계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의 

기준은 검출된 보행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3. 최적 영역 추출 

다음으로 개선된 피라미드기반 보행자 검출을 

수행한다 (그림 4). 먼저 최적으로 추출된 영역을 

정규화를 통하여 일정한 크기의 입력 영상으로 만든다. 

정규화된 영상을 한 번씩의 스케일링 업과 다운을 

수행하여, 각 단계별 보행자 검출을 수행한다. 즉 

정상적인 크기로 객체가 검출된 경우, 객체가 작게 검출 

된 경우, 그리고 객체가 크게 검출된 경우를 위한 

각각의 영상을 생성하고, 각 영상에서 보행자 검출을 

수행한다. 즉 객체 검출이 일부 부정확하게 수행된 

경우에도, 최적 영역 추출 단계에서 배경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검출 확률을 높이고, 검출 단계에서도 최소의 

단계만을 구성함으로써, 성능과 속도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최적 특징 추출에서는 학습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각 특징별 우선순위가 높은 특징들만 

사용함으로써, 성능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개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특징은 참 영상과 거짓 영상의 

구분성을 좋게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학습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을 

계산함으로써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검출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HOG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10]와 

이를 보완하는 Symmetry 특징을 사용한다. 

그림 4. 개선된 피라미드기반 보행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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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그림 5 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ETH 데이터 베이스 

[11]에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5(a)는 스테레오 영상

중에서 좌영상이며, 그림 5(b)는 스테레오 매칭을

이용하여 생성한 시차맵이다. 사용한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은 전역 매칭 방법중의 하나인 신뢰 전파

(belief propagation) [12]이다. 시차맵의 결과를

살펴보면, 원거리 객체의 경우 구분성이 떨어지고 특히

하늘, 건물 벽면과 같이 텍스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일부 에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c)는 시차맵을 이용하여 V-시차맵을 생성한

결과로서, V-시차맵에서 도로 성분은 대각선, 객체는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서 비교적 객체의 분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객체간의 이격 거리가 짧거나, 도로

성분이 직선이 아닐 경우 객체 검출이 어려워, 그림

5(d)와 같이 도로 특징 정보만을 추출한다. 검출된 도로

특징정보를 바탕으로 컬럼 검출을 수행하여, 객체의

영역을 일차적으로 검출한다 (그림 5(e)). 컬럼 검출의

결과를 보면 시차맵의 에러 등으로 인하여 객체의 상단

(a) 좌영상 (b) 시차맵

(c) V-시차맵 (d) 도로특징정보 (e) 컬럼 검출

(f) 객체 검출

(g) 세그멘테이션 (h) 보행자 검출

그림 5. 보행자 검출 실험 결과 

부분에 일부 에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보행자 크기를 기반으로 객체의 

상단부분을 제한한다 (그림 5(f)). 컬럼 검출의 한계로 

인하여, 인접한 여러 개의 객체의 경우, 동일한 하나의 

객체로 검출하기에, 이를 더욱 정밀하게 나주어줄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5(g)).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존재 영역을 

대체적으로 잘 검출하고 단일의 객체로 잘 

구분하였지만, 보행자의 머리와 발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적 영역 추출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피라미드 기반의 보행자 검출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5(h)에 나타낸다. 속도 측면에서는 전체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4 배이상, 전체 특징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10 배이상 

빠른 결과를 보인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기반의 보행자 검출을 

수행함에 있어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차맵을 사용하여 영상내 인식 대상의 

존재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객체 인식 성능과 속도를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시차맵 자체의 에러, 보행자의 

크기 및 위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검출 성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출 성능은 일부 

유지하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차맵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객체의 영역을 검출한 

결과로부터, 최적의 관심영역을 추출하는 단계와 

각각의 관심영역을 인식하기 위한 개선된 

피라미드기반의 보행자 검출단계가 있다. 개선된 

피라미드기반의 보행자 검출 단계는 내부적으로 

관심영역을 정규화하고, 스케일링 업/다운하는 단계, 

보행자 인식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함에 있어 최적의 

특징만 추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분류기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ETH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는데, 속도 

측면에서 전체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4 배이상, 

전체 특징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10 배이상 빠른 결과를 보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특징을 추가적으로 결합하되 최적의 특징만을 

사용하고, 더욱 정밀한 세그멘테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영역을 추출함으로써, 보행자 인식시 성능과 속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DGIST 

기관고유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5-IT-01).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54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참고 문헌 

1. K. D. Kusano and H. C. Gabler, “Safety

benefits of forward collision warning, brake

assist, and autonomous braking systems in

rear-end collisions,” IEEE Tran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13 (2012), 1546–
1555.

2. D. Geronimo, A. M. Lopez and A. D. Sappa,

“Survey of pedestrian detection fo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IEEE

Trans.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32 (2010), 1239-1258.

3. P. Dollár, C. Wojek, B. Schiele, and P.

Perona, “Pedestrian detection: an

evaluation of the state of the art,” IEEE

Trans.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34 (2012), 743-761.

4. R. Benenson, M. Mathias, R. Timofte, and L.

V. Gool, “Pedestrian detection at 100

frames per second,” Proc. IEEE Conf.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2.

5. R. Miyamoto and H. Sugano, “Paralle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CoHOG-based

pedestrian detection using a multi-core

processor,” IEICE Trans. Fundamentals of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

Sciences, E95-A (2011), 2315–2322.

6. R. Labayrade, D. Aubert, and J. P. Tarel,

“Real time obstacle detection in

stereovision on non-flat road geometry

through ‘v-disparity’ representation,” in

Proc. IEEE Intelligent Vehicle Symposium, 2

(2002), 646–651.

7. B. M. Collins and A. L. Kornhauser, “Stereo

vision for obstacle detection in autonomous

navigation,” DARPA grand challenge

princeton university technical paper, 2006.

8. C-H. Lee, Y-C. Lim, S. Kwon, and J. Lee,

“Stereo vision-based vehicle detection using

a road feature and disparity histogram,”
Optical Engineering, 50 (2011), 027004-1-

23.

9. C-H. Lee, Y-C. Lim, D. Kim, and K-I.

Sohng, “Improved Vehicle Detection

algorithm in Heavy Traffic for Intelligent

Vehicle,” Elektronika Ir Electrotechnika, 20 

(2014), 54-58. 

10. N. Dalal and B. Triggs,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for human detection,"

Proc. IEEE Conf.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05, 886-893.

11. A. Ess, B. Leibe, and L. V. Gool, “Depth and

appearance for mobile scene analysis,”
Proc. IEEE International Conf. Computer

Vision, 2007.

12. P. F. Felzenszwalb and D. P.

Huttenlocher, “Efficient belief propagation

for early vision,” Proc. IEEE Conf.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04.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55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전략 

Interaction-Enhancing Strategies for Educational Video 

김 민 정 

Minjung Kim 
홍익대학 시각디자인과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Hongik Univ. 

kreativemj@gmail.com 

윤 재 영† 

Jaeyoung Yun 
홍익대학 시각디자인과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Hongik Univ. 

salight105@gmail.com 

 

요약 

영상 활용 학습은 오늘날 교육 환경을 통틀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에 속한다. 그러나 

높은 이용도와 학습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상호성이 부재한 교육 영상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상호성 유무에 따라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육 영상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전략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그리고 목적과 

특성에 따라 소통, 정보 접근, 시뮬레이션, 게임, 정보 

입력, 유의미한 정보, 추가 정보 제공, 영상 길이, 영상 

조정, 예상 불가능한 자극으로 분류한 후, 전략적 세부 

방안을 제안했다. 학습 목표, 학습자 특성, 학습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교육 

영상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se days, learning by video is active in 

learning environment. However, despite its 

high applicability, relevant research has rarely 

implemented. Educational video without 

interactivity would not result in effective 

learning because the interactivity enhances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Thus this study 

researched interaction-enhancing strategies 

for educational video by analyzing advanced 

research and by proposing new methods, 

aiming development of effective Educational 

video system. Above all, the interaction 

strategies are extracted from relevant studies. 

They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roperty into communication, navigation, 

simulation, game, information input, 

meaningful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length of video, video control and 

unpredictable stimuli.  Then practical ways of 

strategies and new ways are presented.  I 

expect to enhance effectiveness of learning 

with educational video by selectively applying 

suitable strategies to learning objective, 

learners’ proper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주제어  

교육, 강의, 영상,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Educational video, instructional video, 

interactive video, interaction, interactivity, 

interactive multimedia, distance learning, e-

learning 

서론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각적인 교육 방법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었다. 방과후 학습은 주로 학원이나 개인 

과외의 형태였지만, 평생 학습, 자기 계발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교육 영상을 

활용한 학습이 각광 받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동성이 향상된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 영상의 활용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내 영상 활용 학습의 예로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전 교사가 제공한 

강의 영상을 통해 학습 내용을 숙지, 본 수업에서는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실험이나 토론 등 학습자 중심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몇 명의 학생은 면대면 강의를 선호했다. 

[14] 면대면 강의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이 영상 기반 

학습의 수동적인 시청 행위에 부재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학습 동기 유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학습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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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상호성에 따라 학습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면대면 강의의 장점인 

상호성을 교육 영상에 접목하여 영상 학습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77%(The Wall 

Street Journal, 2014)로 세계 최상위권인 만큼 

온라인 강의 영상 학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 

2012 년 기준 교사 1 인당 학생 수가 16 명(교육부, 

2014)으로 같은 해 OECD 평균 14.5 명을 웃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1:1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 

영상 활용은 학습 몰입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학습 효과와 성취감으로 이어지므로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은 교육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도 증대를 

목표로, 교육 영상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 

강화 전략을 제안한다. 

이론적 고찰 

상호적인 영상(Interactive Video) 

상호적인 영상은 정보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일련의 

디지털 형태이다. [17] 상호적인 영상은 원하는 

정보에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며[37] 오프라인 영상의 상호적인 

기술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31] 

이렇듯 대부분의 논문에서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방안으로 정보 접근(navigation)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른 학습자나 교사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거나[6] 학습자의 바람직한 영상 

시청 행위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18] 

따라서 상호적인 영상은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적극적인 시청 

행태를 유도하여 내용에 몰입과 참여도를 높이는 

영상’이라고 새로 정의할 수 있다. 

영상을 활용한 교육 

영상 기반 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과 구성주의 학습(Constructivist Learning 

Theory)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학습자의 주의력이 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학습자는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므로 상호성을 

지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면 학습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적인 활동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또, 올바른 답을 

찾는 것보다 학습 참여에 더 중점을 두므로 학습 

효과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37]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지닌다. 첫째, 다수의 시각 자료를 

동시에 한 화면에 제시할 수 있어 학습자가 유사성을 

찾아내기 쉽고 차이점 식별이 용이하다. 둘째, 여러 

각도(multiple perspective)에서 특정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 셋째, 어떤 사건이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 흐름이나 계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관련된 장면을 봄으로써 

내용을 기억하기 용이하고 사고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다. 다섯째, 같은 장면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반복해서 보여주면 학습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여섯째, 고정된 장면을 보여주는 동안 다른 

양상을 띤 같은 주제의 내용을 다른 화면에 재생할 수 

있다. 일곱째, 동화상과 정지화상을 결합하여 

움직임(motion effect)을 묘사할 수 있다. [43] 

이러한 특징 덕분에 영상 학습 자료는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 학습이 가능하며, 풍부한 학습 환경 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45] 그래서 오지에 사는 학생 대상 수업, 

홈 스쿨링, 개념적인 학습 주제, 과학 과목 등 실물 

교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가 직접 시연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 과목 등 속도가 느린 움직임을 

보여줘야 이해가 쉬운 주제, 시간의 흐름을 포함하는 

학습 주제, 방과후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같은 이유로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 온라인 학습(E-learning), 

간호사, 경찰관 등 전문적인 직업 훈련(experts 

training) 등의 분야에서도 영상 기반 학습을 

장려한다. [36] 

멀티미디어 중 영상이 가지는 특징은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다감각 시스템(Multi-Sensory 

System)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의 형태 또한 다감각적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각적인 환경에 살고 있으며, 시각적 

자극을 원하는 한편, 또 다른 감각적 정보에 반응한다. 

[19] 정보 유량이 많아질수록 새롭고 다각적인 자극을 

원하게 될 것이며, 영상은 여러 감각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데 유리하다. 뇌의 파지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실제로 해본 것을 90% 정도, 소리 내어 읽은 것은 

70%, 보고 들은 것은 50%, 본 것은 30%, 들은 것은 

20%, 읽은 것은 10% 정도 기억한다. [43] 즉 시각 

자료나 청각 자료보다 시청각의 영상 자료일 경우, 

[34]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는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 

영상일 경우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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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는 영상에 후각, 촉각,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기기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시청각 요소를 

강화하거나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기기를 도입하여 

영상의 상호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눈동자, 머리의 움직임, 

햅틱(haptic) 기술, 증강 현실, 음성 인식, 전방향 

시점 영상 등이 있다. [15], [30]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영상 기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론적 구조이며,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주체에 따라 학습자-영상, 학습자-교사, 학습자-

학습자 사이 상호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 

교육 영상은 위와 같은 상호작용을 유발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학습 자료가 된다. 교육 영상에 영상 진행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수동적인 영상 시청 태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직접 강의식 수업의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직접 강의식 수업은 면대면 소통이 

가능하지만 강의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습자 

활동의 비중이 적고,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1:1 

상호작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영상이 교사를 대신하여 1:1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와 교사, 다른 학습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영상 기반의 교육 시스템에서 학습 효과는 표현 방법, 

매체, 교수 전략의 영향을 받는다. [4] 상호작용은 

하나의 교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영상을 매체로 했을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영상 기반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게 해주며, 기술에 친숙함을 느끼고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전문가가 되어 다른 학습자와 동료로 이어짐으로써 

협력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교육 영상의 

강점은 전자 학습 자료에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갱신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3], [28] 교사의 입장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학생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10]그리고 교육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출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상호적인 영상은 시간 부족, 이동 필요, 

전문가와의 연결 부족 등의 전문 교육의 장애물을 

잠재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9]  

소수의 선행 연구가 상호적 영상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 효과와 학생의 높은 만족도를 

평가한 형식이었다. [31], [8] 그러나, 대부분 

타임라인 조작이나 영상 목록 제공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 접근 기능을 이용한 것이며, 상호작용 강화 

전략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새로운 전략 도출 과정을 통해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제시된 전략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발전, 이후 상호성을 강화한 교육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을 조사하여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 검색에는 기재한 

주제어를 사용했다. 국내는 KCI 등재지를 우선적으로, 

해외는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을 통해 

ACM, Springer 등 학회에서 발행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에는 관련성 높은 연구가 

미비했고, 주로 전시 영상이나 인터랙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최신 IT 기술을 이용한 

상호작용 기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는 

소수의 관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최신 IT 기술을 이용한 상호작용 기법이나 상호적인 

영상 기반 학습 시스템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형식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자료를 얻기 위해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 ‘이-러닝(e-

learning)’을 추가로 검색하고, 교육 목적 외 영상의 

상호성을 다룬 논문도 수집했다.  

1989~2014 년 사이에 발표된 총 117 개의 논문을 

읽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논문으로 추렸다.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전략을 다룬 

37 부의 논문, 교육 외 목적의 영상 상호작용을 다룬 

9 부의 논문, 디자인 패턴(Interaction Design 

Patterns)을 다룬 1 부, 총 47 부가 높은 관련성을 

띤다고 판단했고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서 도출한 상호작용 강화 전략은 그 성격에 

따라 10 가지로 나누었다. 앞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내용은 소통 전략이었는데, 이는 인간에게 있어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의미를 주고 받는 소통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로써 영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 접근 전략에 

관련되어 있다. 한편,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 전략, 

정보 입력 전략은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모두 

키보드나 마우스로 정보 입력을 한 뒤, 영상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임도 시뮬레이션처럼 역할 수행 형식일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정보 입력이므로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역할 수행, 게임은 흥미 

유발, 정보 입력은 학습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등 각각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 유의미한 정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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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것이며, 추가 정보 제공 전략은 

지속적인 학습의 흐름을 위한 것이다. 영상 길이, 영상 

조정, 예상 불가능한 자극 전략은 시청각 매체로써 

영상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전략이라 

하겠다. 

선행 연구에 제시된 전략적 세부 방안을 묶어 

소개했다. 추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적 세부 

방안을 새로 제안했는데, 이는 상호적 웹, SNS, 소셜 

영상 시스템, 게임 등의 사례, 교육 영상을 이용한 

연구자의 학습 경험, 연구자의 실제 수업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각 전략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교육학, HCI, 디자인 심리학 논문과 단행본 등에서 

인용했다. 교육 현장에서 최신 IT 기기를 이용하는 

수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원거리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은 주로 자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새로운 상호작용 기법은 실제 교육 현장의 특성 상 

부적합하여 다루지 않았다. 또 영상의 목적, 온라인 

연결 여부에 상관없이 교육 영상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부 방안은 모두 다루었다. 

교육 영상 상호작용 강화 전략 10 가지 

전략 1: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나 교사와 

소통(communication)할 수 있게 한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보다 사용자 간 소통에 중점을 

두는 영상 시스템이 더 유용하므로[6] 소통은 영상 

상호작용에 있어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 전략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근거를 둔다. 

학습자는 협동 집단을 통해 현상에 대한 타인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상호 연관시킨다. 이 때 

학습자는 동급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적 갈등과 

반성적 과정을 통해 인지적 재구조화를 이루므로, 

다른 학습자와 협력하여 학습할 때 높은 학습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4] 

영상 응답 시스템(VRS, Video Response 

System)에서는 문자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유튜브(Youtube)는 2006년에 

영상 응답 기능(video response feature)을 

도입했는데, 영상을 시청한 후 문자 형태의 덧글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여 응답할 수 있고 사용자들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돕는다. [1], [5]  

이는 학습자 강의 영상 게시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서 확장된 학습을 한 

학습자가 해당 교육 영상에 추가로 짧은 강의 영상을 

녹화하여 게시한다. 전문가 학습 활동(Jigsaw)과 

유사한데, 이는 집단 내 동료들로부터 학습 내용을 

배우고 다른 집단의 동료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39] 

다른 학습자와 온라인으로 음성, 영상 통화를 하거나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스카이프(Skype)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학습자를 검색하여 대화할 수 있고, 다수의 

학습자가 같은 화면을 공유하거나 동시에 같은 부분을 

재생하면서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영상에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고정형 

덧글(dynamically displaying time-anchored 

response) [25]은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의식적인 주의 집중에 도움을 준다. 유사 

사례인 티비플(www.tvple.com)에서는 시청자들이 

입력한 덧글이 영상에 포함되어 다음 시청자에게 

영상과 함께 나타난다. 사용자들은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므로 덧글을 이모티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정 표현의 정도는 곧 인터페이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40] 교사는 

복습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 활동 

피드백을 얻는다.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블로그(Blog)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덧글로 질문하거나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관련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push 

notification)가 오고 바로 답변할 수 있다. 피드백은 

가능한 자주, 즉시 제공하는 것이 좋으므로[12] 

교사가 자주 사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상 시청 중 학습자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로 

격려하거나 문제를 내는 등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교사의 얼굴이 지속적으로 보일 때 내용 기억에 더 

도움이 되므로, [23] 영상 화면과 분리된 플래시 

화면을 추가 삽입하여 교사의 표정과 행동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 학습 활동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그에 대한 

교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학습 동기 유발 

및 강화 기능이 있다. [41] 

평가는 학습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학습의 일부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의 

피드백이 필요한 전문 훈련에서는 영상 통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 

3자의 평가를 통해 해당 학과 교수진은 현 교육 

현장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36] 

첫 화면에서 개인 블로그의 포스팅(post)을 소개하는 

네이버처럼, 시스템 내 학습자 개인 블로그를 

생성하여 학습자가 게시한 팁이나 미니 강의를 게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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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해당 영상 제목과 시간을 표시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추천(좋아요) 아이콘을 넣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전략 2: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navigation)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전략은 상호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루었다. 

세부 방안으로는 다운로드 하기 전에 대표적인 

시각적인 요약본(Visual Summary)을 제공하는 것, 

시각적인 접근 위치(Visual Entries) 목록을 제공하는 

것, 정보 접근 옵션(Navigational Option)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17] 사람의 뇌는 한정적인 작업 

역량(working memory)을 지닌다. 그래서 뇌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인식하는데, 뇌의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어휘 정보에 대한 반응 속도가 그림 정보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 [26] 시각적인 

요약본 형태로 접근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썸네일(thumbnails)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일 영상 내 

스냅샷(snapshot)을 해당 영상의 타임라인에 

표시하거나, 영상 목록을 대표 화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 시청자가 선택한(crowd sourcing) 

썸네일(thumbnails)을 제공하면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11]  

다수의 영상 시스템에서 영상을 게시할 때 자동으로 

썸네일을 생성해 주는데, 유튜브에서는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 게시자가 개연성이 

부족한 것 등 무분별하게 썸네일을 지정할 우려가 

있다. [11] 그래서 시청자 정체 도구(Audience 

Retention Tool: 시청자가 영상에서 오랫동안 

시청한 부분을 알아내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알아내고 썸네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 시청자 중심의 의미 있는 영상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  

LBA(the Learning By Asking system) [8]는 자료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버튼, 강의 슬라이드, 강의 

스크립트, 학습 자료 설명을 한 화면에 제공했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교육 영상은 비교적 학습 

효과가 낮았다. 자막이나 설명 내 중요 주제어를 

하이퍼링크(hyper-link)로 추가 자료에 연결하는 등 

다양한 정보에 임의로 접근 가능한 상호적 영상은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37] 

영상이 보이는 창에서 웹 검색이 가능하다면 빠른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다. 같은 화면에서의 웹 검색을 

지원하는 카카오톡(Kakao Talk)처럼, 교육 영상에서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새 창을 

띄우지 않고 웹 검색이 가능하다면 주의력 상실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 기기마다 영상 

조작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통일하는 기기 간 

호환성도 중요하다. 

전략 3: 모의 역할 학습을 통해 실제 상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해보도록 한다. 

이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학습 집단의 크기는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으며 무한 반복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 교육 여건이 

지원되지 않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실제 훈련 전 

시뮬레이션 교육 영상을 이용하여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학습자의 바람직한 태도와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문제 상황에 직접 

참여시키고 행동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뮬레이션 영상을 활용한 

학습자 집단이 인쇄 매체를 활용한 집단보다 지식 

점수가 높게 산출된 연구 결과가 있다. [38]  

IDVG(Interactive Dental Video game)[2]는 

치기공과 학생을 위한 게임 형태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치료 순서를 익히기에 좋고 실제 치과 

치료 환경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The 

VISTRAIN system[13]은 4 개의 워크 스테이션으로 

각 팀 당 4 명의 경찰 훈련생이 가상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영상, 라디오, 전화 메시지에 대해 알맞게 

대응하는 역할 학습이다.  

전략 4: 게임(game)하듯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 형태의 학습은 경쟁 구도, 긍정적 보상 심리, 

제한되어 있는 시간, 흥미 유발과 같은 특성 덕분에 

학습자들의 몰입과 참여도가 크게 상승한다. 학습자의 

흥미는 기대(expectations), 몰입(Engagement), 

그리고 지속성(Endurability)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지속성은 재미있었던 행위를 더 잘 

기억하거나 다시 하고 싶어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21 에서 20 재인용] 따라서 온라인 게임 경험이 

있다면 교육 영상 내 비슷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큐플레이(qplay.nexon.com)는 문제를 보거나 듣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게임이다. 

교육 영상에 이러한 게임 요소를 도입하여 다른 

학습자와 실시간으로 게임하며 학습할 수 있다. 

문제를 계속 틀리면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거나 각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적립해서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높은 점수를 얻은 학습자 이름이나 아이디를 영상에 

표시하면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략 5: 학습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information 

input)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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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영상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글 

입력 상자를 들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영상의 물체를 

클릭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생성되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글을 적어 넣는 시스템이 있다. 입력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학습자명으로 저장되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실험 결과, 학습 성취에 

효과가 있었고 학생들이 만족했다. [9]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추가 자료나 팁(tip)을 

남기도록 할 수 있다. 선행 학습자가 궁금증을 해결한 

뒤 간단한 설명이나 팁을 달고, 검색이 가능하다면 

다른 학습자의 정보 접근에 큰 도움을 주며, 교사는 

교육 영상 제작에 활용할 가치 있는 학습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략 6: 교육 영상이 학습자의 삶에 의미 

있는(meaningful information) 정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교육 영상에서 학습자의 주의 집중, 흥미 유발을 위해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인데, 인터페이스 디자인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의 내용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8] ITV(self-paced learning environment-

Interactive Thematic Video) 시스템은 학습 

자료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것인지에 중점을 둔다. 

학습자의 주의력은 한정 되어 있어 [37] 감지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는데, 이 선택 기준이 바로 

학습자에게 유의미성(relevance)을 가지는 지의 

여부다. 학습자의 환경과 자극선택 경향을 안다면 

유의미성을 극대화하여 주의(attention)를 얻을 수 

있다. [35]  

전략 7: 학습자가 원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additional information)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학습 교재를 

활용한다. 멀티미디어는 이해에 도움을 주므로[43]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실제로 교육 영상에 스크립트를 

자막으로 표시했을 때 학습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고 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34]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는 참고 자료 창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의 영상 가장 자리에 참고 자료 활성화 아이콘을 

넣고, 이를 클릭하면 강의 영상 크기가 작아지면서 

강사가 입력해 놓은 참고 자료 창을 보인다. 웹 페이지 

링크, 사진 확대 등 학습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할 때에만 이 창을 

활성화한다. 또 SNS, 메일 공유 아이콘으로 교육 

영상이나 웹 주소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전략 8: 단일 영상의 길이(length of video)를 짧게 

만든다. 

인지 부하 이론(Cognitive load theory)에 따르면, 

내용물을 주제별 작은 길이로 나눌수록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학습자는 연령에 따라 주의 집중 시간이 

다르므로 영상 시청 시 지속되는 주의력이 다르다. [8] 

또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이용한 실험 결과, 재생 시간이 길수록 많은 학생들이 

영상 시청을 포기했다. 긴 영상을 여러 개의 영상으로 

분리할 때는 새로운 학습 소재가 나타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22], 영상의 길이가 

6분 이상이면 학습자의 몰입도가 매우 

떨어지므로[16] 영상의 길이가 짧을수록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 9: 학습자가 직접 영상 표현 방식을 조정(video 

control)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재생, 일시 정지,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영상 넘기기 등 영상의 타임라인을 조작하는 

아이콘이나 영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나 재미있는 

화면을 쉽게 클릭하고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기능[7]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습자가 영상을 제어하여 본인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거나 단계적인 

실습을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학습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전략 10: 예상 불가능한 인지적 자극(unpredictable 

stimuli)을 제공한다.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라는 교육 

영상 시스템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몰입도가 떨어졌다. 반대로,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을 때, 짧은 시간에 다른 화면 

형식으로 전환될 때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이는 영상에 나올 이미지나 학습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하면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빠르거나 갑작스럽게 

화면을 전환하면 학습자가 시청해 왔던 학습 내용과 

연결 고리를 잃어버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2] 

논의 및 차후 연구 가능성 

10 가지 상호작용 전략은 학습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습자는 각각 다른 학습 

집단의 특성, 학습 목표,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습 맥락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구 결과에서 소개한 상호작용 전략은 세분화하거나 

더 큰 범주로 무리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통’ 
전략에서는 다른 전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세부 

방안을 소개했다. 이는 ‘소통’이라는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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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큰 범주의 

어휘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차후 영상의 ‘소통’ 
전략만을 다루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가장 큰 논의점은 새로 제안한 세부 방안과 일부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전략적 실행 방안들이 실험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의 주제로 삼아 교육 영상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에 적용하여 학습 효과를 평가해볼 수 있다. 

결론 

교육 영상은 학습과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모두 지니는 

동시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높은 상호성은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로 연결되고 이는 

곧 학습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영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므로 교육 영상의 상호작용 강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소통, 정보 접근, 

시뮬레이션, 게임, 정보 입력, 유의미한 정보, 추가 

정보 제공, 영상 길이, 영상 조정, 예상 불가능한 자극 

등 10 가지 교육 영상 상호작용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학습 목표, 학습자 특성, 학습 환경 등 

맥락에 따라 전략의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의 선택적 적용을 권장한다. 교육 

영상 시스템 개발에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학습 효과와 더불어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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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새로운 입력 방식과 출력 방식의 가치를 발굴하는 

Organic User Interface(OUI)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OUI 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성하는 재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젤리와 같이 부드럽고 탄력적인 소재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용했을 때 활용 

가능한 조작 방식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elastic handheld 

device 로 활용 가능한 23 가지 제스처를 정의하였으며, 

20 대, 30 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수행을 통하여 elastic handheld 

device 의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입력 방식, 

선호하지 않는 입력 방식, 사이즈, 강도, 재질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재질을 통한 인터랙션이 가지는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발굴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둔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researches are being executed 

about Organic User Interface (OUI) to identify 

the values regarding new input and output 

methods.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OUI, the 

material which composes the device is one of 

the highly important elements. This study has a 

research objective to define the applicable 

operation method when applying soft and 

elastic materials like jelly to hand-handled smart 

devices and analyze related qualitative user 

requirements. Based on existing researches, 23 

gestures were defined which could be applied as 

elastic handheld devic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argeting 20’s and 

30’s group. Through the interviews, opinions 

about various issues regarding preferred and 

not-preferred input methods which are related 

with elastic handheld device users’ experiences 

and related issues with size, strength and 

materials could be analyzed. This study has the 

biggest meaning to identify the user experience 

value of the interaction through new materials. 

주제어 

Elastic Material, Shape Changing Interfaces, 

Organic User Interface, Interaction Design, 

User-centered Design 

연구 배경 

다양한 최신의 기술들과 재질의 적용을 통하여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변형 시키고 조작할 수 있는 

Organic User Interfaces [2]의 개념은 Human 

Computer Interaction(HCI)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향 중 하나이다. OUI 의 개념이 적용된 초기 

Shape-changing Interface 의 연구들은 다양한 

기술적인 장벽들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3]. 

하지만 최근 형태 변형이 가능한 배터리와 전자 회로 

보드와 같은 유연한 전자 장비 기술 [2]의 발전은 

이전의 장벽들을 허물고 있다. 이제는 기술적인 연구를 

넘어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탄력적이고 부드러운 

소재의 적용이 미래의 기기에 가져올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 연구는 사용자 경험과 조작 관점에서 부드럽고 

탄력적인 재질이 인터페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가져올 

가치와 방식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치와 

젤리와 같이 부드럽고 탄력적인 소재가 사용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가지게 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사용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실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소재의 물체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는 대표적인 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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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사용자들이 

가지는 심층적인 의견을 탐구하였다. 연구에서 정의된 

입력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총 3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적인 관점 연구를 통해서 부드러운 재질의 기기가 

가지는 가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손에 들고 

다니는 사이즈의 기기를 조작할 때 적용이 가능한 조작 

방식들을 정의했다는 점이다. 셋 번째는 각 제스처와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실제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관련 연구 

• 유연한 소재를 활용한 연구 사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형태와 기능, 움직임은 기기의 

재질에 영향을 받는다 [4]. 형태 변형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연구들에 등장하는 프로토타입들을 살펴보면 

lycra, spandex, fabric, paper, latex, PVC 등과 

같이 다양한 부드러운 소재 들이 활용되고 있다 [5]. 

부드러운 재질을 인터랙션이 가능한 형태로 적용한 

초기 연구로는 Khronos Projector [7]가 대표적이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에 표시된 화면은 사용자의 입력에 

유연하게 영상을 변형해서 반응한다. Obake [8]는 

멀티터치 테이블에 탄력적인 소재를 입혀 사용자들이 

보다 유연한 방식의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한 

사례이다. Groovepad [9]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입력 패드에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한 사례이다. 

부드러운 소재를 입력 방식에 적용한 연구 사례는 

테이블[8, 10, 11], 벽면 디스플레이[12, 13], 타블렛, 

휴대폰 [4] 등 거의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적용 사례들은 부드러운 소재가 다양한 장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Shape-changing UI 관련 연구 

Shape-changing UI 는 Flexible Display 와 Elastic 

Display 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17]. Shape-changing UI 는 사용자들이 다른 

tasks 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많은 행동유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를 변형함으로써 진동 피드백 또는 촉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18]. 따라서 다양한 입력 

방식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도 

현재의 기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Shape-changing UI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Paper Phone 과 FoldMe [20] 같이 

연구들은 Flexible Display 와 Foldable Display 의 

변형 방식과 조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Jamming [4]은 유연한 소제를 활용하여 태블릿, 

핸드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Bendi [19] 의 경우를 보면 

부드러운 소재의 적용으로 보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감각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Shape-changing UI 와 부드러운 소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드러운 소재를 활용할 때 

체계적으로 어떤 입력 방식이 활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사용자 경험 관점으로 

부드러운 소재가 가지는 조작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입력 방식 정의 

부드러운 소재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활용 

가능한 제스처를 push, grab, squeeze, stroke, 

pinch, pull, tap, expand 등으로 정의하였다 [21].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사이즈의 기기에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되었을 때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touch, 

grasping, bending, stretching & squeezing 을 

기반으로 총 23 가지의 gesture 를 정의하였다. 

• Touch 

표준화된 대표적인 터치 입력 방식은 애플의 iOS 와 

구글의 Android OS 가 있다. 애플의 경우 tap, drag, 

flick, swipe, double tap, pinch, touch and hold, 

shake 로 총 8 개의 standard gestures 를 

정의하였다[22]. Android OS 의 경우 touch, long 

press, swipe or drag, long press drag, double 

touch, double touch drag, pinch open, pinch 

close 로 8 개의 터치 제스처 입력 방식을 표준화로 

정의하였다[23]. 이 연구에서는 Android OS 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였으며 재질의 특성을 참고하여 force 

touch 도 터치 입력 방식에 포함하였다. 부드러운 

재질의 경우 디바이스에 압력을 가할 때 디바이스의 

형태 변화로 보다 직관적이고 적합한 경험으로 압력과 

연관된 터치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11]. 또한 마치 

피부를 문지르는 것과 같은 동작도 터치와 연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rub 이라는 동작을 

제안하여 총 9 개의 제스처를 정의하였다. 

• Grasping 

손에 쥘 수 있는 사이즈의 부드러운 소재의 기기는 움켜 

쥐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직관적이다. 단순히 쥐는 동작뿐 

아니라 양 손으로 압축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서 누르는 

동작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활용 방식을 

바탕으로 총 6 개의 제스처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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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4가지의 입력 방식 
 

• Bending 

Lee(2010)는 형태 변형 디바이스의 입력 인터랙션 

중에서 bending 과 관련된 방식을 bending upward, 

bending downward, bending rightside upward, 

bending leftside upward, bending the upper 

right corner 로 정의하였으며, Antonio(2013)는 full 

screen, 1corner bend, 2corner bends, 3corner 

bends 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기의 사이즈와 

두께를 고려하여 구석을 활용한 bending 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기의 몸을 앞 또는 뒤로 구부리는 동작으로 

총 4 가지의 제스처를 정의하였다. 

• Stretching & Squeezing 

부드러운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면 stretching 제스처와 

squeezing 제스처가 가능하다. Lee(2010)는 이와 

연관된 제스처를 stretching horizontaly(both side), 

stretching horizontaly(right side)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기를 양쪽에서 당기거나 누르는 방식을 

기반으로 총 4 개의 stretching 과 squeezing 제스처를 

정의하였다. 

touch, grasping, bending, stretching & 

squeezing 을 기반으로 정리된 총 23 개의 제스처는 

그림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각에 대한 명칭은 기존의 

참고 자료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사용자 조사  

정의된 23 가지 동작에 대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정성적 조사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정의된 입력 

방식을 활용과 연관된 다양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드러운 소재 

기반의 인터랙션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20 대 그룹과 30 대 그룹을 대상으로 

FGI 를 수행하였다. 기술 수용 주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 대 그룹은 30 대 그룹에 비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이 높은 사용자들이었고 30 대 그룹은 기술 

수용성이 비교적 낮은 일반 사용자들이었다. 

  

         20대 그룹                   30대 그룹 

그림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수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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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자 프로필 

 
인원 나이 

스마트폰 

사용경력 

하루평균 

사용시간 

스마트폰 

변경 주기 

Group A 
3 명 

(여 3) 

평균 

24.7 세 

평균 

4.8 년 

하루 평균 

5 시간 
24 개월 

Group B 
3 명 

(남 1/여 2) 

평균 

31.3 세 

평균 

7.3 년 

하루 평균 

2.5 시간 
34 개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가한 사용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소재의 기기를 체험하며 인터뷰에 답할 수 있도록 고무 

재질의 샘플을 제공하였다. 사용자들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할 때 샘플로 직접 다양한 입력 방식을 

수행해보며 질문에 답을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총 7 가지의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각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답변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문 

항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주요 질문 

Number Questions 

Q1 
가장 마음에 드는 입력방식은 어떤 동작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가장 마음에 둘지 않는 입력방식은 어떤 동작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제시된 입력방식 외에도 수행 가능한 입력방식은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Q4 
Touch, Grasping, Bending, Stretching & Squeezing 제스처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이 소재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Q5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된 기기의 사이즈가 제공된 프로토타입 보다 

더 크거나 작을 때, 당신은 어떤 사이즈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Q6 
부드러운 소재의 강도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정도의 강도를 

선호하겠습니까? (3 가지 강도의 샘플 제공) 

Q7 
부드러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재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선호하는 입력 방식 

   

그림 3.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입력 방식들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동작은 

grasping 이었다. Grasping 의 경우 손에 잡은 

상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재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였다. 또한 이 동작 

자체가 독특한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는데 누를 때 마치 사람이 놀라는 것과 

같이 기기가 변형되기 때문에 감성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경험을 느꼈다. Force touch 역시 가장 

선호하는 동작이었다. 누를 동작 자체가 재미가 있고 

기존의 터치 기반 기기에서 force touch 를 수행할 

때와 달리 부드러운 소재의 기기의 경우 누르는 힘의 

강약에 따라서 표면이 눌리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force touch 를 적합한 입력 방식으로 선호하는 의견이 

있었다. 선호하는 조작 방식을 뽑을 때 재미를 언급한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다. Punching 과 같은 동작도 

어떤 기능과 연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작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에 선호하는 사용자가 있었다. 

•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입력 방식 

    

그림 4. 사용자의 선호도가 낮은 입력 방식들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대표적인 입력 방식은 

bending backward 였다. Bending backward 의 

경우 기기를 접는 동작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특별히 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손으로 디바이스를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불편하게 여겼다. 선호하는 이유가 

재미에 중점을 두었다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성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다. Clasping 을 

선호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경우 두 손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역시 불편하다고 생각했고, bending 

forward 의 경우도 한 손으로 수행은 가능했으나 

샘플이 약간 두께가 있어 불편하여 힘이 드는 것을 

싫어하였다. 사용성의 문제와 함께 지적한 것은 촉감에 

대한 이슈였다. 사용자들은 drag, long press drag, 

rub, pinch open & close 등의 동작들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표면을 이동할 때 느껴지는 감촉이 

거칠기 때문이었다. 뻑뻑하고 부드럽지 못한 느낌은 

조작을 하는데 불편함과 감성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게 하였다. 

• 새로운 입력 방식 

사용자들은 부드러운 소재의 샘플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입력 방식들을 제안하였다. 양 손을 활용하여 기기를 

꽈배기처럼 꼬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지 않고 재미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동작을 매우 

좋게 생각하였다. 소재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테이블에 기기를 튕기거나 던지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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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사용자들이 있었고,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또는 기기의 위 쪽을 엄지와 검지를 활용하여 조이는 

듯한 동작도 제안되었다. 기존에 정의된 방식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입력방식으로 활용되기 높은 동작들로 

정의할 수 있다. 

• 입력 방식간 선호도 비교 

부드러운 소재의 기기에 touch, grasping, bending, 

stretching & squeezing 를 적용했을 때 입력 방식 

유형 간 선호도를 비교한 질문에서 사용자들은 

grasping 유형의 입력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소재의 

특성과 쥐는 동작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다. 

Touch 의 경우 익숙하고 직관적인 동작이지만 재질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성 사용자 중에서는 

손톱이 길어서 force touch 나 rub 과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도 있었다. 

Bending 의 경우 힘이 들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었다. 

• 사이즈 

사이즈의 경우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였다. 현재 연구에서 제안된 동작들이 손으로 

구부리고 잡는 동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정도의 

사이즈를 제안하였다. 이 소재의 기기를 디스플레이 

영역을 줄이고 조작하는 기기로 활용한다면 더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사용자도 있었다. 주먹을 쥘 때, 

계란 사이즈 정도로 쥐게 되는데 손의 쥐는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맞기 때문에 계란 정도의 사이즈를 

선호하였다. 지금의 사이즈 보다 커진 형태의 기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없었고 두께를 얇게 제작하여 

bending 입력 방식을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 강도 

강도에 대한 정성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강∙중∙약 

세 가지 강도의 샘플이 제공되었다. 사용자들은 강도가 

가장 약한 샘플을 선호하였는데 힘이 덜 들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도 많은 IT 기기를 활용하면서 손에 

부담이 가는데 입력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연구에서 제안된 샘플 보다 더 강도가 약해져서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한 사용자의 경우는 

오히려 강도가 단단한 정도를 선호하는 사용자도 

있었는데, 이 사용자의 경우 아직은 이렇게 유연한 

소재의 기기를 받아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재질 

재질에 대해서는 앞의 이슈들과 같이 언급이 되었듯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일단 

drag 와 같이 기기를 문지르게 될 때 느껴지는 느낌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같이 매끈매끈 

하거나 보다 가죽과 유사한 느낌의 재질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다. 메탈과 같이 금속 같은 느낌을 

원하는 사용자도 있었는데 하드웨어가 딱딱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정서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보관 및 이동과 관련해서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다 뺄 때 재질이 뻑뻑한 느낌이 있다면 

활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여성들에게는 

특히 휴대폰과 같은 기기들이 일종의 액세서리와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형태로 

가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의 

부드러운 소재를 기기에 적용했을 때 사용자자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감성과 사용성의 이슈로 정리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재질의 적용을 통해 감성적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반대로 감성적으로 감촉과 같은 요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부드러운 

소재를 기기에 적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재미 요소가 가미된 인터랙션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감촉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컨셉이 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성은 사용자 경험의 대표적인 요소인 만큼 소재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입력 방식들이 있어도 두 손을 사용해야 하거나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방식의 경우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가능하면 한 손으로 모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입력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소재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탄성을 적용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부드러운 재질이 적용된 

기기가 가지는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휴대폰 사이즈의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입력 방식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와 사용성의 이슈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다고 할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68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수 있다. 결과로 제시된 이슈들은 향후 관련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용자 경험 

요소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재미를 핵심 주제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부드러운 소재를 활용했을 때 활용 가능한 재미 

기반의 경험에 대한 이슈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된 디바이스와 관련된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재질의 유형, 강도의 변화, 사이즈의 

차이, 사용 기간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세분화된 연구가 

수행된다면 부드러운 소재 기반의 기기의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T 명품인재양성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

2015-R0346-15-1008) 

참고 문헌 

1. Lee, S. et al. How users manipulate 

deformable displays as input devices. In Proc. 

CHI’10, ACM Press (2010), 1647-1656. 

2. Holman, D., Vertegaal, R. Organic user 

interfaces: designing computers in any way, 

shape, or form. Communications of the ACM 

51, 6 (2008), 48-55. 

3. Herkenrath, G., Karrer, T., and Borchers J. 

Twend: twisting and bending as new 

interaction gesture in mobile devices. Ext. 

Abstracts CHI 2008, ACM Press(2008), 3819-

3824. 

4. Follmer, S., Leithinger, D., Olwal, A., Cheng, 

N. and Ishii, H. 2012. Jamming user 

interfaces: programmable particle stiffness 

and sensing for malleable and shapechanging 

devices. Proc. of UIST 2012 (2012), 519–528. 

5. Troiano, G. M., Pedersen, E. W., and 

Hornbæk, K., 2014. User-Defined Gestures 

for Elastic, Deformable Displays. In Proc. AVI 

'14, ACM, New York, 1-8. 

6. Watanabe, Y., Cassinelli, A., Komuro, T., and 

Ishikawa, M. 2008. The deformable 

workspace: A membrane between real and 

virtual space. In Proc. TABLETOP’08. 3rd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Horizontal 

Interactive Human-Computer Systems, IEEE 

Computer Society, Washington, DC, USA, 

145-152. 

7. Cassinelli, A., and Ishikawa, M. Khronos 

projector. In SIGGRAPH 2005 Emerging 

Technologies, ACM Press (2005). 

8. Dand, D., Hemsley, R. Obake: interactions on 

a 2.5D elastic display. Proc. UIST 2013 ACM, 

New York (2013), 109-110. 

9. Kulik, A. et al. The groovepad: ergonomic 

integration of isotonic and elastic input for 

efficient control of complementary subtasks. 

Proc. of APCHI 2012, ACM, New York, 75-84. 

10.eTable: a haptic elastic table for 3D multi-

touch interations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v2A4bLSi

X6A. 

11.Sato, T., Mamiya, H., Koike, H., and Fukuchi, 

K. Photoelastic touch. Proc. UIST 2009 ACM 

Press (2009), 43-50. 

12.Müller, M. FlexiWall: exploring layered data 

with elastic displays. Proc. ITS 2014, ACM, 

New York, 439-442. 

13.Yun, K., Song, J., Youn, K., Cho, S., and 

Bang, H., 2013. ElaScreen: exploring multi-

dimensional data using elastic screen. In 

CHI’13 Extended Abstracts, ACM, New York, 

1311–1316. 

14.Watanabe, Y., Cassinelli, A., Komuro, T., and 

Ishikawa, M. 2008. The deformable 

workspace: A membrane between real and 

virtual space. In Proc. TABLETOP’08. 3rd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Horizontal 

Interactive Human-Computer Systems, IEEE 

Computer Society, Washington, DC, USA, 

145-152. 

15.Stevenson, A., Perez, C., and Vertegaal, R. 

2011. An inflatable hemispherical multi-

touch display. In Proc. TEI’11, ACM, New 

York, NY, USA, 289-292. 

16.Kreek Prototype 2.1 | Kinect Hacks. 

http://www.kinecthacks.com/kreek-

prototype-2-1/. 

17.Grunder, T., Kammer, D., Brade, M., and 

Groh, R. 2013. Towards a Design Space for 

Elastic Displays. In CHI’13. Workshop, 

Displays Take New Shape: An Agenda for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69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Future Interactive Surfaces, ACM, New York, 

NY, USA, 1-4. 

18.Coelho, M., and Zigelbaum, J. Shape-

changing interfaces.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15, 2 (2010), 161–173. 

19.Park Y., Park J. and Nam T. The trial of bendi 

in a coffeehouse: use of a shape-changing 

device for a tactile-visual phone 

conversation. Proc. of CHI 2015, ACM New 

York, 2181-2190. 

20.Khalilbeigi, M., Lissermann, R., Kleine, W., 

and Steimle, J. FoldMe: interacting with 

double-sided foldable displays. Proc. of TEI 

2012, ACM New York, 33-40. 

21.Troiano, G., M., Pedersen, E., W., Hornbæk, 

K. User-defined gestures for elastic, 

deformable displays. Proc. of AVI 2014, ACM 

New York, 1-8. 

22.iOS Human Interface Guidelines  

https://developer.apple.com/ 

23.Android Developer's Guidelines 

http://developer.android.com/index.html 

24.A. Gomes, A. Nesbitt, and R. Vertegaal. 

Morephone: a study of actuated shape 

deformations for flexible thin-film 

smartphone notifications. Proc. of CHI 2013, 

ACM New York, 583–592.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70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실험: 지하철 계단을 이용하는 비교통약자를 

중심으로 

Making a shift: A social experiment on pedestrians’ behaviors on 

the subway

김혜미  

Hyemi Ki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fun5243@gmail.com 

김아람 

Aram Ki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elleesss@naver.com 

송세준 

Sejun Song 
㈜파스텔랩 

PastelLab Co., Ltd. 

sjsong@pastellab.com 

문정현 

Junghyun Moon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juliano1245@naver.com 

백한나 

Hannah Baek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hannahbk86@gmail.com 

김진우 

Jinwoo Ki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jinwoo@yonsei.ac.kr 

요약문 

본 연구는 짧은 시간 동안 혼잡한 지하철 계단을 

이동하는 보행자 집단을 노인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로 구분하고, 그들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단 위 경로를 구분하는 사회적 실험을 

통해 비교통약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정된 시각 자극과 유동적인 시각 

자극, 청각 자극을 통해 경로의 구분을 안내한 결과 

비교통약자의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다. 자극을 

인지하고 경로를 변경한 비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행동변화를 가능하게 한 이유를 인터뷰한 결과, 실험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으로 관찰된 경로 변경 

행동과는 별개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나, 

배려행위를 하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혼잡한 환경에서 보행자의 주의를 

보행환경으로 환기하는 행동변화를 공간 디자인을 통해 

끌어냈다는 점과 행동 변화가 사회적 규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내재적 동기와 외부 자극의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In our study,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pedestrians’ behavioral change by conducting a 

social experiment. Using a simple design that 

consists of fixed visual stimulation, interactive 

visual stimulation, and interactive audio 

stimulation, we set a proprietary lane for elder 

citizens on subway stairways. Through the 

experiment we found that the stimuli were 

effective, as it changed the non-elder 

pedestrians’ behavior in relatively short time. 

Also through post-experiment interviews of 

those who displayed changes in their behavior, 

we found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se 

short-term behavior changes and an individual’s 
intrinsic motivations, such as self-satisfaction. 

However, due to limited time and the scope of 

the study, we keep this finding to be further 

researched in the future. 

주제어 

사회적 실험, 보행자 안전, 대중교통, UX 

서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 주의 산만으로 인한 

사고의 문제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행과 동시에 하는 

보행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한층 

증대되었다[7,14,15,16,17].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2014 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주도로 워싱턴 D.C 의 보행자 

통로에 스마트폰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하는 사회적 

실험이 진행되었다. [9] 또한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중국의 충칭 시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길에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통로를 표시하여 비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8] 이러한 사회적 실험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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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던 

충칭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해당 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는 보행자의 신경은 대부분 

화면에 집중되어 있어, 길의 바닥 면에 표시된 스마트폰 

전용도로 표지를 인식할 수 없었다. [10] 둘째, 길을 

들어설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의도였지만, 길을 걷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두 

집단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8]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해당 실험이 

가지는 나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스마트폰과 

같이 보행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에서의 안전사고를 

공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로, 보행자 집단을 동일한 하나의 집단이 아닌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바라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실험이 제시한 이러한 

기본적인 시도에 착안하되, 선행 실험 결과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보행자에게 

실질적 효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유무가 아닌 

노인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스마트폰의 사용유무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행자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전용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는 것 만으로도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18],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현재[5] 

대다수의 보행자들이 비슷한 인지적 부하를 가지고 

있으리라 예측되므로, 스마트폰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모든 보행자를 잠재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로 가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높다고 여겼다. 

한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3], 대중교통의 보행공간에서 노인과 일반 

이용객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2], 노인과 일반 

이용객의 경우 나이 듦에 따른 체력감퇴에 의해 

보행속도가 차이가 나므로,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험에서 제공된 고정된 

시각 자극만이 아닌, 유동적인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추가하여 더 강화된 자극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실험에서 구분된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 제공했던 

바닥에 고정된 시각적 자극만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로 스마트폰 

기기의 화면으로 집중되는 보행자의 주의를 보행경로 

표지로 돌리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는 보행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원인에 비해, 경로를 알리는 자극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한 가지 감각만을 활용한 자극을 

제공하여, 주의를 분산하는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경로에 보행자가 진입했을 때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시각적 자극과 함께 청각적 

자극을 더하여, 보행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구분된 경로의 목적을 보행자가 더 

쉽게 인지하도록 도우려는 시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실험의 평지의 보행 경로가 아닌 

지하철 계단을 실험 장소로 특정하였다. 현재 본 

실험에서 비교통약자와 구분하는 노인이 중심이 되는 

교통약자의 경우, 무임승차 등의 제도로 인해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의 이용이 잦으면서[2], 계단에서의 

낙상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낙상사고로 인한 

영향도 일반인에 비해 훨씬 치명적이다. [1, 12]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실험을 통해 지하철 계단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로를 난간 쪽으로 정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이를 비켜가도록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면 양 집단의 

보행 시 안전에 기여하여, 실험을 통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효용이 더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짧은 시간 동안, 혼잡한 상황 속에서 

비교통약자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일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 

보행자의 주의 분산에 관한 연구 이외에, 기존의 연구 

중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추구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로 참고할 수 있었다. 그 중 

대중교통의 보행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행자들의 

이용 흐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기 위한 

연구[11], 혹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동시에 

설치되어있을 때, 운동이 부족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계단을 더욱 자주 이용하도록 디자인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 연구[13]등이 있었다. 또한 노인을 

주제로 선정한 연구 중에는, 재활시설의 공간 

디자인에서 디지털 요소의 활용을 모색한 연구 등이[6] 

있었다. 공간 디자인을 통해 보행자 또는 노인 

사용자에게 효용을 전달하는 법을 모색한 연구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의 접점을 

가진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행자를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11], 

운동을 통해 건강증진이라는 효용을 느끼는 계단 

이용자[13], 혹은 공간디자인을 통해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편의가 증대되는 혜택을 받는 노인 집단[6]과 

같이 수혜와 배려를 받는 집단에 집중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로 보행자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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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집단에 놓이게 되는 비교통약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의의가 존재한다. 

실험 장소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된 연구 질문에 부합하는 실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상정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탐색하였다. 

첫째로, 노인 인구와 비 노인 인구로 보행자 집단이 

확실히 구분되고 양 측의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장소를 찾았다. 

둘째로, 지하철 계단 중에서 이동경로를 구분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보행자 집단간의 

충돌가능성이 존재하는 혼잡한 장소를 찾았다. 

위의 조건에 따라 실험 장소를 찾은 결과, 가장 적합한 

장소로 종로 3 가역의 지하철 승강장과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 선정되었다. 종로 3 가역은 근처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탑골공원과 같은 장소가 있어, 노인 

유동인구의 비율이 높아[4] 노인 보행자와 일반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였다.  

실험 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번의 

실험 모두 지하철 계단의 난간 쪽 통로를 노인 이용객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상정하였다. 기존에 

행해진 사회적 실험에서 ‘Cell phones’ 와 같이 구분된 

경로에 대해 명칭을 부여한 것에서 착안하여[8,9],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난간 쪽 경로에 ‘슬로우존(Slow 

Zone)’ 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림 1 의 좌측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익숙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을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노란색 테이프를 활용하여 난간 쪽 경로를 

비키도록 안내하는 고정된 시각자극만을 설치하였다. 

해당 자극을 설치 후, 2015 년 7 월 29 일부터 8 월 5 일 

사이의 일주일 동안, 비교적 혼잡한 시간대일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 출근 시간인 9 시부터 11 시 사이, 퇴근 

시간인 5 시 30 분과 7 시 30 분 사이의 두 시간 동안을 

각각 관찰함과 동시에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촬영한 

영상에 대한 사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서 설치된 고정된 

시각자극에 더하여, 이용객이 계단에 진입하게 되면 

점멸하도록 설치한 LED 자극을 그림 1 의 우측과 같이 

유동적인 시각자극으로 추가했고, 난간 쪽 경로를 

노인에게 양보해달라는 문구를 청각적인 자극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험자극을 추가 설치하였다. 

2015 년 8 월 6 일부터 8 월 13 일 사이의 기간 동안,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시간대를 1 주간 관찰하며 비디오를 

촬영하였고, 영상에 대한 사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 1 주간 촬영한 영상과, 그 후 자극을 

강화한 두 번째 실험에서 1 주간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전체 이용객 수 대비 슬로우존 을 이용한 

비교통약자의 비율과 슬로우존이 아닌 경로를 이용한 

비교통약자의 비율을 정리한 실험 결과를 보면, 자극을 

강화한 이후 계단의 난간 쪽 경로를 이용한 일반 이용객 

그림 1 픽토그램을 사용한 고정 시각자극과 점멸 LED 를 사용한 유동 시각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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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극 강화 전과 자극 강화 후의 슬로우존 이용객 비율 비교 

의 비율은 1% 대로 줄어들었고, 자극에 반응하여 

중간에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객의 수도 

12% 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사회적 실험과 

같이 고정된 시각적 자극만을 주었던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강화된 자극을 통해 

지하철 계단을 지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보행자의 

주변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사후 인터뷰 

그러나 실험 중 촬영된 영상의 분석만으로는 추가된 

자극 중 어떠한 자극이 경로를 변경한 보행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는지, 또한 

보행자들이 주어진 실험자극에 대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등과 같은 비교통약자 보행자집단의 

경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며 관찰된 경로를 변경하여 지하철 

계단을 이동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슬로우존이 설치된 

계단을 이용한 경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배부하였다. 안내문을 보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총 5 명이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은 첫째로 참가자들이 설치된 실험 자극 중 

주로 어떠한 자극을 인식했는가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표 1 과 같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별 주 인식 자극 

대상자 성별 연령대 
실험장소 

이용빈도 

주 인식 

자극 

P1 여 30 대 주 6 회 고정시각 

P2 여 20 대 주 4 회 유동시각 

P3 남 20 대 주 5 회 고정시각 

P4 여 20 대 주 1 회 고정시각 

P5 여 20 대 주 5 회 청각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들이 주로 인식한 

자극은 고정되어있는 시각자극인 노란색 픽토그램과 

노란색 테이프를 활용한 슬로우존 경로의 표시였다. 

그러나 전구의 점멸을 보고 비키게 되었다는 대상자와, 

청각자극을 듣고 비키게 되었다는 참가자의 발언에서,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추가한 다양한 자극의 

효과 또한 존재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극을 인식하고도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로를 변경한 

사람간에 실험자극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계단 

위의 구분된 경로를 인식하고 비켜가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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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답변 중 핵심 내용을 간추린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우선 일부의 답변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무조건 배려. 왜냐하면 공공질서인데 너무 배려가 

없어요.”(P1) 

“이런 배려가 필요하겠구나…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비켜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P4) 

“당연히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P5) 

한편 다른 대답으로는, 실험자극을 인식하고 

슬로우존을 피한 행위를 배려로 받아들인 것은 

같았지만, 배려의 당위성보다도 배려 행위를 수행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의 만족감 측면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스스로의 뿌듯함이나 배려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P2)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 안 좋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해요”(P3) 

그런데 이러한 배려행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나, 

배려행위를 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경우, 

보상이나 징벌에 따른 외재적인 동기보다는 내재적인 

동기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실험자극은 본래 짧은 시간 내에 경로를 

변경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던 

만큼, 대상자들의 답변에서 드러난 행동 변화의 내재적 

동기가 실험자극과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던 

비교통약자의 행동변화와 내재적 요인의 관련가능성은, 

특히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배려하는 집단의 경험에 대해 

알고자 했던 연구질문에 대한 일정한 답과, 향후 연구가 

가능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교육이나 전파를 통해 실험장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슬로우존’의 의미를 선행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시도는 어려웠다. 제도나 규칙이 공고되고, 이에 

대한 전파와 교육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규범이 

정립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나 규칙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경우, 배려하는 집단과 배려 받는 

집단을 미리 나누고, 배려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배려하는 집단의 행동 유도가 

어렵거나, 배려하는 집단의 경험이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간 디자인을 통한 외부 자극에 

의한 행동 변화를 촉발한 후에, 그 행동이 배려 

행위였음을 배려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행동 규범의 내재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규범을 전파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친 사회적 행위를 보다 수월하게 사회적 

규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된다.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짧은 시간 동안 

보행자들의 한정된 주의를 끌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확인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평지 보행경로에서 행해진 실험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지나다니는 짧은 경로인 

지하철 계단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발생한 행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행 시 주의의 

분산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후 인터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하나의 사회적 

규칙으로서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벗어나 이용객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같은 내재적 동기와 시각, 청각 등의 

다양한 자극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주제의 한정으로 다루지 못했던 해당 

내용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별도의 주제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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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OD(origin-destination) 데이터는 특정 지점 간의 인

적, 물적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그러나 OD 데이터는 대부

분 그 분량이 방대하고 수치적 표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자가 이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시각적 분석 기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래디얼 테이블

(Radial Table)과 페러렐 셋(Parallel Sets)의 표현 양

식을 결합한 OD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제안한다. 래디

얼 테이블은 원형 레이아웃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기법

으로써 특유의 심미성과 직관성을 가지나, 본래 단일 계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점과 종점의 구분 및 비

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여기에 패러렐 

셋의 시각적 구조를 도입하여 기점과 종점을 동심원 형

태의 다중 계층으로 분리하고 이들 계층 간의 이동량을 

곡선형의 연결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공유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실제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제안한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자

는 원형 레이아웃 상에서 기종점 항목 간의 이동 패턴과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된 의

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OD (origin-destination) data represent the movement 

of people or goods between geographical points, and 

play important roles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migration and transportation. However, since most of 

raw OD data are very massive and written in 

unintuitive form, it is difficult to grasp meaningful 

information from the data themselves especially 

without visual aids. We propose an effective 

visualization method for the OD data by combining 

the key features of Radial Table and Parallel Sets. 

Radial Table is an intuitive and aesthetically attractive 

data visualization technique based on a circular 

layout, but it is unfit to visualize the OD data due to its 

single-layered structure. To overcome its limitation, 

we refer to the visual structure of Parallel Sets and 

divide the original Radial Table into multiple 

concentric layers which contain origins and 

destinations separately. Each pair of the origin and 

destination is connected by a B-spline curve, and it 

indicates a direction and a scale of the flow. Also we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by implementing and 

applying to real-world datasets. In this way, our 

method will help an analyst understand the pattern 

and volume of traffic at a glance, and support a 

decision making process. 

서론 

OD 데이터는 기종점 간의 통행량을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로써, 교통의 흐름이나 인구이동 등의 경향을 파악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수집된 원시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그 분

량이 방대하고 단순한 수치의 나열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분석자가 이로부터 직접 경향성이나 특이점을 파악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유의

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

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분석 도구가 필수

적이다. 

OD 데이터의 시각화에 있어서는 기종점의 위치를 지리

정보 상에 직접 매핑하고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동 

주체의 흐름을 연결선으로 표시하거나 분포를 히트맵

(heat map)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1]이 보편적으로 사

용된다. 이때 기종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동 패턴이 복

잡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함축되어 있는 경향성을 시

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

는 대규모 OD 데이터에서 중복된 정보를 통합하고 주

요한 흐름만을 시각화하는 방법[2]을 통해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이동 경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종점의 위치정보

와 시간축을 가지는 히트맵을 연결[3]하거나, 범주화된 

데이터의 분포를 시간축 상에 나열하고 그 변화를 시각

적으로 제시하는 기법[4]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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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종점별 트래픽 점유율과 이동 경향에 

주목하여, 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에 독립적인 OD 데이터 시각화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

였다. 데이터의 구성 비율을 시각화하는 수단으로는 주

로 막대형 또는 원형 차트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막

대형 차트가 원형 차트에 비해 보다 높은 인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형 차트가 가지는 

특유의 심미성과 특정 상황에서의 인지적 용이성, 사용

자의 정성적 만족도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원형 차트

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5].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원형 차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표출 가능한 정

보량과 인지적 성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래디얼 테이블

[6, 7]과 패러렐 셋[8]을 결합한 OD 데이터 시각화 기법

을 제안한다. 

 

그림 1. 래디얼 테이블(좌) 및 패러렐 셋(우)의 개념도 

래디얼 테이블은 원형 레이아웃 상에서 데이터의 속성

이나 항목간 관련성 등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화 기법이

며, 패러렐 셋은 다변량 범주형 자료를 위한 대표적인 

시각화 기법 중 하나로써 그림 1 과 같이 평행한 누적 막

대형 차트와 연결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다차원적 속

성과 구성비를 표현한다. 우리는 패러렐 셋의 시각적 구

조를 본떠 본래 단일 계층으로 구성되는 래디얼 테이블

을 기점과 종점 계층으로 분리, 확장하고 이들 계층 간

의 연결 관계를 묘사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원형 레이아웃 상에서 기점과 종점 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변화 양상이나 세부 항목별 구성 

비율의 차이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입력된 OD 데이터는 시각화 과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교통수단 승하차 이력과 같은 미가공 OD 데이터의 경

우에는 우선 전체 데이터를 순회하며 동일한 기종점을 

가지는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기종점별 트래픽 합계와 

점유율 등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기종점 항목들이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도록 데이

터를 정렬한다. 이때 보다 간결한 정보 전달을 위해 택

시와 같이 기종점이 정형적이지 않은 점 기반(point-

based) OD 데이터는 행정구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종

점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반면 일정 범

위를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하는 영역 기반(area-

based) OD 데이터는 대부분 행렬의 형태로 이미 취합

된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대체로 기종점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의 간략화를 위해 

일련번호와 같은 간단한 고유값으로만 표기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종

점 정보가 별도의 테이블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고유값

이 일치하는 항목을 탐색하여 시각화에 필요한 정보(예: 

항목명, 설명 등)를 추가로 획득한다. 

대상 데이터에서 기종점 항목의 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

우에는 색상 배정이나 공간상의 한계로 인하여 결과물 

상에서 항목간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최대 항목 수보다 데이

터의 항목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항목의 출발량 및 도

착량을 합산하고 전체 출도착량 대비 점유율 순으로 정

렬하여 상위 항목들만을 표시한다. 이때 비중이 낮은 하

위 항목들의 경우 ‘기타’ 분류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집계된 각종 데이터의 값이

나 비율 등은 원형 레이아웃의 특성상 극좌표계 상의 위

치(각도 및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로 변환하여 정의되며 

이는 시각화 단계에서 차트를 구성하는 원호와 연결선 

등을 그리기 위해 사용된다. 

레이아웃 구성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 결과물의 전체 레이

아웃은 그림 2 와 같이 크게 기점과 종점을 의미하는 두 

개의 동심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계층 사이에

는 기점과 종점 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연결선이 존재한

다. 각 계층은 다시 주요 정보 계층과 하나 이상의 세부 

정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당 흐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 전체 레이아웃 개요도 

주요 정보 계층은 도넛형 차트의 형태로 표현되며 전체 

출도착 트래픽 대비 해당 기종점을 출발하거나 도착한 

트래픽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부 정보 계층은 기

본적으로 각각의 기점 또는 종점에 대해 트래픽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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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는지, 혹은 어디로부터 유입되었는지를 표시한

다. 만약 대상 데이터가 기종점 이외의 하위 분류(예: 이

동 수단, 이동 사유 등)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세부 정

보 계층을 추가하여 이러한 하위 분류를 표시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데이터는 기점과 종점의 두 계층으로만 구

성되어 있지만 경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중간 계층을 추

가할 수 있다. 이때 경유지에 해당하는 계층들은 기점과 

종점 방면으로 각각 별도의 세부 정보 계층과 연결선을 

가지게 된다. 

 

그림 3. 시각화에 사용되는 색상 팔레트(상)와 스펙트럼(하) 

각각의 기종점 항목을 나타내는 대표 색상은 그림 3 과 

같이 사전에 정의된 색상 팔레트 또는 스펙트럼으로부

터 결정된다. 본 시스템에 포함된 색상 팔레트는 상호간 

대비가 높은 18 개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를 구성하는 기종점 항목의 수가 18 개 이하일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색을 할당하여 시각화를 수행한다. 만약 

표시해야 할 항목의 수가 팔레트의 색상 수를 초과할 경

우에는 색상 스펙트럼으로부터 항목의 수만큼 등간격으

로 대표색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무채색 색상을 할당

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연결선 

기점과 종점 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연결선은 B-스플라

인(B-spline) 곡선으로 정의된다. 대상 데이터의 개체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그림 9 의 좌측과 같이 

각 개체에 대한 이동 경로를 개별 연결선으로 표시하며, 

개체수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개체에 대한 식

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 9 의 우측과 같이 동일한 기점

과 종점을 가지는 개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이들

의 이동 경로를 단일 연결선으로 표현한다. 이때 연결선

의 폭은 해당 그룹에 속하는 개체의 수에 비례하도록 하

여 이동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기점과 종점의 위치에 따른 연결선 방향 선택 

원형 레이아웃의 특성상 연결선은 기점 계층의 외곽을 

따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도 진

행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그림 4 와 같이 기점과 

중심점, 종점이 이루는 두 각 중 예각을 이루는 방향을 

택하여 기점과 종점이 보다 짧은 거리로 연결되도록 하

였다. 또한 B-스플라인 곡선을 정의하는 제어점을 적절

한 위치에 배치하여 연결선이 기점 계층 내부를 침범하

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5. 기점과 종점 간의 각도에 따른 제어점 배치 기준. 

(a) 중심각이 0.4π를 초과할 경우. (b) 중심각이 0.1π에서 

0.4π 사이일 경우. (c) 중심각이 0.1π 미만일 경우. 

그림 5 는 연결선의 경로를 정의하기 위한 제어점의 배

치 기준을 보여준다. 기점과 종점이 이루는 중심각의 크

기가 0.4π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점과 종점을 제외한 제

어점(그림 5 의 파란색 점) 5 개를 연결선의 진행 방향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치한다. 이때 중심점으로부터 제어

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동일하다. 중심각의 크기가 0.1π

에서 0.4π 사이일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배치하

나 제어점을 3 개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

으로 중심각의 크기가 0.1π 미만일 경우에는 제어점 3

개를 각도와 거리 방향 모두에 대해 등간격으로 배치하

여 보다 자연스러운 곡선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연결선

이 개별 개체가 아닌 그룹을 대표할 경우에는 해당 기점

과 종점 항목이 차지하는 영역의 양단을 각각 B-스플라

인 곡선으로 연결하고 이를 닫힌 영역으로 만들어 흐름

의 규모에 따른 폭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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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결선에 대한 수평 방향 그라디언트(좌)와 수직 

방향 그라디언트(우)의 적용 예 

연결선의 색상은 해당 흐름이 상대 계층의 어느 지점으

로 연결되는지를 의미하며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여 양측 

색상이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였다. 그

러나 현재 벡터 그래픽 표현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

는 SVG(Scalable Vector Graphics) 1.1 규격에서는 

정점별로 다른 색상을 지정하고 이를 보간할 수 있는 기

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턴이 경로를 

정확하게 따르도록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우리는 

그림 6 과 같이 동일한 색상 조합에 대해 수평 방향과 수

직 방향으로 각각 별도의 그라디언트를 정의해 두고, 연

결선의 방향성에 따라 적합한 그라디언트 패턴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연결선의 기점과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

하는 벡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수평 성분이 우세하

다면 수평 방향 그라디언트를, 수직 성분이 우세할 경우

에는 수직 방향 그라디언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비교

적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구현 결과 

제안된 기법은 D3(Data-Driven Documents)[9]를 이

용하여 웹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되었다. 테

스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주로 공공데이터포털[10]을 

통해 획득하였으며, CSV 또는 JSON 형식으로 변환한 

후 서버에 업로드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시

스템에 접속한 후 조회 기간과 정렬 조건 등의 파라미터

를 설정하여 필요로 하는 범위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이동량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결과물 예시 

(사용 데이터: 2014 년 연간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8. 특정 지점으로의 이동에 대한 선별적 표시 

(사용 데이터: 2013 년 12 월 경부선 KTX 역간 이용인원) 

 

그림 9. 개별 개체 시각화(좌) 및 그룹 시각화(우) 비교 

(사용 데이터: 2014 년 대전 무인공공자전거 대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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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은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

터를 시각화한 결과물의 예를 보여준다. 내측의 기점 계

층은 각 지역별 전출자 수와 비율을 나타내며, 외측의 

종점 계층은 전입자를 나타낸다. 기점 계층과 종점 계층

의 세부 정보 계층은 각각 해당 전출자가 어느 지역으로 

전입하였는지, 그리고 전입자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전

출해 왔는지를 나타내며, 이러한 흐름을 표현하는 연결

선이 기점과 종점 계층 사이에 표현된다. 제시된 예에서

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내 이동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전출입건 중에서 경기도와 서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별도의 필터링 조건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는 기점과 종점 계층을 연결하는 모든 흐름이 표시되나, 

특정 기종점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림 8 과 

같이 선택된 기종점 간의 연결선만을 표시하여 해당 흐

름에 대한 시각적 확인을 돕는다. 제시된 예에서는 경부

선 KTX 이용객 중 부산역에서 하차한 승객들의 흐름만

을 선별적으로 보여주는데, 절반 가량이 서울역에서 탑

승한 승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연결선’ 절
에서 설명한 대로 데이터에 포함된 개체의 수가 많아서 

개별 개체 간의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림 9 의 우측

과 같이 그룹 단위의 시각화를 통해 결과물을 보다 명료

하게 표현한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래디얼 테이블 및 패러렐 셋에 기반한 

OD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원형 레이아웃

으로 구성된 기종점 계층과 연결선은 각 계층을 구성하

는 항목 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동시에 사용자의 심미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중간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경유지에 

대한 정보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

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 및 공간적 흐름을 가지는 데이

터에 대해 시각적으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우리는 제안한 기법에 대한 정량적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표현 양식과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 및 전처리 루틴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데

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한편, 지리정보와

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범용성 높은 시각적 분석 도구

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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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절차적 노이즈가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얻기 위한 매개변수의 직접적인 

조작은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예제 기반 절차적 노이즈 

생성 기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해상도 펄린 노이즈로 

생성된 텍스처를 예제로써 분석하기 위한 분해 기법인 

차이맵(difference map)의 생성 과정을 소개한다. 

우리는 차이맵과 대응되는 펄린 밴드 노이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적절한 매개변수가 

추정되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예제 기반 절차적 

텍스처 합성 결과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실시간 시스템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인다. 

ABSTRACT  

Procedural nois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memory compactness, non-periodicity, etc. 

However, it is hard to obtain appropriate 

textures through direct controlling of 

parameters. Procedural noise by example has 

been presented as a solution. In this paper, we 

describe a texture decomposition method, 

called difference map, for the analysis of given 

example generated by multi-resolution Perlin 

noise. We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ce map with corresponding Perlin band 

noise and explain how the appropriate 

parameters can be estimated. Finally, we 

validate our method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show the compatibility to real-time 

interactive systems. 

주제어  

절차적 노이즈, 펄린 노이즈 분해, 예제 기반 절차적 

텍스처 합성 

서론 

1980 년대 중반 펄린(Perlin)[1]에 의해 소개된 

절차적 노이즈는 지금까지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에 

적용되어왔다. 절차적 노이즈는 값을 결정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코드로부터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장된 자료 구조에 의해 값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공간 소모적 측면에서 굉장히 조밀하며 

매개변수의 조정으로 손쉽게 값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중 해상도로의 확장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1][2]. 

절차적 노이즈 모델의 발달은 텍스처링(texturing)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3D 애니메이션 혹은 

대용량 지형 렌더링 시스템 등 많은 수의 텍스처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절차적 노이즈의 사용은 텍스처 

적재를 위한 공간 소모를 크게 줄여줌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작업에 공간을 할당할 수 있었다. 절차적 노이즈를 

이용해 생성된 텍스처는 매개변수에 의해 외형적 

특징이 결정되고, 이후 노이즈의 무작위성으로 인해 

유사하면서도 반복적 특징이 없는 텍스처의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에 

의해 제작되는 유사 텍스처보다 자연스러운 텍스처 

합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반대로, 입력된 예제 

텍스처를 분석하여 노이즈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유사 텍스처 합성 

연구 또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매개변수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텍스처를 생성하는 방법에 비해 

직관적이고 사람의 개입을 줄여 텍스처 제작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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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절차적 노이즈 모델인 펄린 

노이즈를 사용하여 합성된 텍스처를 분석하고, 그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이로부터 유사 텍스처를 

합성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노이즈 분석을 

위해서는 다중 해상도 펄린 노이즈 생성 과정의 역 

공학을 통해 차이맵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차이맵과 펄린 밴드 노이즈가 어떻게 대응되며 

그 관계로부터 가중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합성된 펄린 노이즈 텍스처 혹은 펄린 

노이즈를 통해 합성 가능한 형태의 텍스처를 펄린 

노이즈를 사용하여 복원할 수 있으며, 펄린 노이즈 

모델의 빠른 연산 속도를 활용하여 실시간 상호작용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연구 

지금까지 연구된 절차적 노이즈 모델은 크게 격자 

구배(lattice gradient) 노이즈, 명시적(explicit) 

노이즈, 성긴 컨볼루션(sparse convolution) 

노이즈로 나뉜다. 

Perlin [1]이 소개한 펄린 노이즈는 대표적인 격자 

구배 노이즈이며, 다른 절차적 노이즈 모델에 비해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반면 주파수 영역에서 이상적인 밴드 

패스(band-pass) 특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시각적 

결함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노이즈 함수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펄린 노이즈는 처음 소개된 이후 

계속 개선된 형태로 소개되어왔다. Perlin [3]은 2 차 

보간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축 정렬(axis-aligned) 결함을 해결하고, 보다 빠른 

계산 속도의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Kensler [4]등은 

해시 함수를 개선함으로써 축 정렬 결함을 해결하고 

복원 커널을 전역 다차원 미분 연산으로 근사하여 보다 

나은 밴드 패스 노이즈를 제시하였다. 

명시적 노이즈는 실행 시간에 필요한 노이즈를 

전처리 단계에서 미리 생성한 후 이를 사용하여 값을 

결정하는 노이즈 모델이다. Cook 과 DeRose 가 

제안한 웨이블릿(wavelet) 변환을 통해 생성되는 

웨이블릿 노이즈 [5]는 명시적 노이즈이며 차원 노이즈 

함수의 계산을 위해 Nd크기의 노이즈 계수 타일을 

생성한다. 웨이블릿 노이즈는 펄린 노이즈에 비해 

뚜렷한 밴드 패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에일리어싱(aliasing)과 세부 손실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 Goldberg [6]등이 제시한 비등방성 노이즈는 

대역폭이 제한되고 방향성을 가지는 서브 밴드(sub-

band) 노이즈를 생성한 후 이들을 가중치 합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텍스처를 합성하였다. 

Lewis [7][8][9]에 의해 고안된 성긴 컨볼루션 

노이즈는 커널 함수의 임의 배치 및 가중치 합으로 

노이즈 값이 결정된다. 여기서 성긴 컨볼루션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는 

사용되는 커널 함수의 축척 변화된 형태이므로[2] 

적절한 커널 함수의 선택을 통해 효과적으로 파워 

스펙트럼을 제어할 수 있다. Lagae [10]등은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 가버(Gabor) 커널을 사용하는 가버 

노이즈 모델을 제시했고, 가버 커널이 가지는 많은 수의 

매개변수를 통해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였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한 절차적 노이즈의 생성은, 파워 스펙트럼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므로 다른 절차적 노이즈 모델에 

비해 활용 폭이 넓다. 하지만 컨볼루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 노이즈를 사용하여 주어진 예제로부터의 

매개변수 추정과 유사 텍스처 합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Lagae [11]등은 웨이블릿 노이즈를 

사용하여 등방성 노이즈를 합성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절차적 노이즈로부터의 텍스처 

합성에 히스토그램(histogram) 매칭 기법을 

적용하였다. Galerne [12]등은 가우시안(Gaussian) 

텍스처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분석하여 가버 커널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Gilet 

[13]등은 다중 커널 노이즈의 소개와 예제 복원을 위해 

파워 스펙트럼을 사각 영역으로 분해하는 기법을 

보였고, 나아가 발전된 형태의 노이즈 모델과 함께 파워 

스펙트럼의 계층화 및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우시안 

텍스처뿐 아니라 구조를 가지는 텍스처에 대한 복원 

기법을 제시하였다[14].  

펄린 노이즈 분석 

절차적 노이즈를 통한 다중 해상도 노이즈 T 의 

합성은 서로 다른 주파수 밴드(band)를 표현하는 

b개의 노이즈 밴드 함수 Nn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된다. 

 

 𝐓𝐓(𝐱𝐱, 𝐲𝐲) = �𝐰𝐰𝐧𝐧𝐍𝐍𝐧𝐧(𝐱𝐱, 𝐲𝐲)
𝐛𝐛

𝐧𝐧=𝟎𝟎

 (1) 

 

본 논문에서는 펄린 노이즈를 노이즈 함수 N 으로 

사용하며 가중치(weight) wn 은 T(x, y) 의 값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밴드 n에서의 노이즈 

함수 Nn의 주파수 f는 f = 2n이며, 밴드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해상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다시 말해 Nn은 

n = 0  에서의 노이즈 함수에 대한 축척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𝐍𝐍𝐧𝐧(𝐱𝐱, 𝐲𝐲) = 𝐍𝐍𝟎𝟎(𝟐𝟐𝐧𝐧𝐱𝐱,𝟐𝟐𝐧𝐧𝐲𝐲) (2)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8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또한 Nn으로 생성되는 단일 밴드 노이즈 텍스처는 펄린 

노이즈의 형성 과정에 의해 정수 격자 위치, 즉 
1
2𝑛𝑛

, 2
2𝑛𝑛

, 3
2𝑛𝑛

, … , 1 에서 값이 0 인 영점 교차 (zero-

crossing)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밴드 노이즈 Nn의 

합성은 Nn−1 의 텍스처에 한 단계 높은 해상도를 

추가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통하여 분석한 밴드의 펄린 노이즈는 2n의 주파수를 

대표 주파수로 일정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표현한다. 

즉 약한 밴드 패스 특성을 지닌 노이즈이다. 

매개변수를 알지 못하는 합성된 펄린 노이즈 텍스처 

T′의 분석은 각 노이즈 밴드 함수의 가중치 wn′을 

추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합성된 

텍스처로부터 직접적으로 각 밴드의 가중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T′ 를 

분해하여 각 밴드와 대응되는 하위 텍스처를 추출한 후,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추정한다. 3.1 절에서 합성된 

텍스처를 분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3.2 절에서 

분해된 텍스처가 펄린 밴드 노이즈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며 이로부터 가중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텍스처 분해 

우리의 목표는 주어진 예제 E 에 대하여 각 밴드의 

노이즈 함수와 대응되는 하위 텍스처를 추출하는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선정된 E를 펄린 노이즈로 합성 

가능한 (2N + 1) × (2N + 1) 크기의 정 사각 텍스처라 

하자. 즉, 식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는 영점 교차 

특징을 가지며 2 의 승수 주파수 대역을 표현하는 펄린 

노이즈로 합성된 텍스처이다. 다음으로 En을 E로부터 

(2n + 1) × (2𝑛𝑛 + 1)  크기로의 다운샘플링 (down-

sampling)한 결과라 하자. 여기서 2 차원 텍스처에 

대한 다운샘플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𝐄𝐄𝐧𝐧(𝐢𝐢, 𝐣𝐣) = 𝐄𝐄(𝟐𝟐𝐍𝐍−𝐧𝐧𝐢𝐢,𝟐𝟐𝐍𝐍−𝐧𝐧𝐣𝐣),
𝐢𝐢, 𝐣𝐣 = 𝟎𝟎,𝟏𝟏, … ,𝟐𝟐𝐧𝐧 (3) 

 

다운샘플링 과정을 통해 En−1은 En 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2n의 주파수가 표현하는 정보를 잃게 된다. 

여기서 En−1 을 En 과 동일한 크기로 확장한 후, 그 

차이맵 Dn 을 구하는 것으로 En 이 가지고 있던 2n 

주파수의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초기 텍스처 E 의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게 된다. 

보다 일반화 하여, 모든 0 < n ≤ N 에 대하여 Dn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𝐃𝐃𝐧𝐧 = 𝐄𝐄𝐧𝐧 − 𝒍𝒍𝒍𝒍𝒍𝒍𝒍𝒍(𝑬𝑬𝒏𝒏−𝟏𝟏,𝟏𝟏) (4) 

위 식에서 함수 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는 E𝑛𝑛−1의 데이터를 한 단계 선형 

보간 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형 보간의 수행은 원본 

데이터를 변형시키지 않으며, E𝑛𝑛−1은 식 (3)으로부터 

구해진 값이므로 Dn 은 영점 교차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E−1 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D0 은 E0 으로 

대체하며 이는 텍스처의 좌표 변화에 따른 선형 휘도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수 추정 

앞서 구한 차이맵 Dn은 주파수 2n을 대표주파수로 

하며 영점 교차 특징을 가지므로 (2n + 1) × (2𝑛𝑛 + 1) 
크기의 펄린 노이즈 Nn과 대응된다. 그러므로 Dn은 

Nn으로 생성될 수 있는 단일 밴드 노이즈 텍스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𝐰𝐰𝐧𝐧𝐍𝐍𝐧𝐧 ≈ 𝐃𝐃𝐧𝐧 (5) 

 

여기서 Nn 은 의사 난수 생성기(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에 의해 생성된 노이즈 

텍스처이므로 매 시행마다 다른 형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Nn 과 Dn 모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펄린 

노이즈이며 동일한 확률적 특성을 가지므로 두 

텍스처의 에너지는 같다. 따라서 다음 식을 만족하며,  

 

 𝐰𝐰𝐧𝐧
𝟐𝟐�|𝐍𝐍𝐧𝐧|𝟐𝟐 ≈�|𝐃𝐃𝐧𝐧|𝟐𝟐 (6) 

 

가중치 wn은 Nn과 Dn이 가지는 에너지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가중치 wn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된다. 

 

 𝐰𝐰𝐧𝐧 ≈ �
∑|𝐃𝐃𝐧𝐧|𝟐𝟐

∑|𝐍𝐍𝐧𝐧|𝟐𝟐 
(7) 

 

입증 

우리는 직접 조작한 가중치에 의해 생성된 노이즈 

텍스처를 예제로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앞서 보인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의 (a)와 (b)는 예제와 이를 

기반으로 합성된 텍스처이며,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예제의 가중치에 대한 추정이 올바름을 

의미하는데, 그림 1 의 그래프 (c)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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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정된 가중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펄린 노이즈 밴드의 에너지는 확률적 속성에 

근거하여 구해진 값이며 매 시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둘째, 차이맵이 표현하는 주파수 대역이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 대역, 즉 펄린 노이즈가 표현한 주파수 

대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정된 가중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며 이를 통해 

생성된 노이즈는 입력된 노이즈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가중치의 비교뿐 아니라 합성된 결과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의 비교로 우리가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림 1 의 (d)는 두 텍스처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반지름 방향 평균 그래프를 로그 

축척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두 텍스처의 에너지 

분포 또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예제 기반 절차적 텍스처 합성 

절차적 노이즈를 통한 텍스처 합성에 있어서 

매개변수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원하는 형상의 

텍스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제 기반 절차적 노이즈 합성 기법들이 

연구되어왔다. 우리는 3 절에서 소개한 텍스처 분석 

기법인 차이맵을 사용하여 예제 기반 절차적 텍스처 

합성을 수행한다. 

차이맵을 통한 텍스처 분석은 식 (1)에서 설명한 다중 

해상도 펄린 노이즈 텍스처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식 (1)의 변형을 통해 합성된 

텍스처에 대한 분석에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림 2 는 

식 (1)의 Nn 대신 |Nn| 를 합성함수로 하여 생성된 

텍스처와 이를 예제로써 분석한 결과이다. 

인위적으로 합성된 텍스처가 아닌 자연 상태의 지형 

텍스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 

가능하며 확률적 유사성을 가지는 텍스처를 합성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연 상태 지형은 등방성 

그림 1. 차이맵을 통한 절차적 다중 해상도 펄린 노이즈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식. (a)예제로 주어진 

텍스처와 (b)이를 기반으로 합성된 텍스처, (c)그리고 이 둘의 가중치를 비교한 그래프. 푸른색은 (a)의 

가중치를, 붉은색은 (b)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d)는 두 텍스처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에 대한 반지름 방향 평균의 

로그 축척 그래프이다.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385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프랙털(fractal)이고 그 높이맵(height map) 또한 

프랙털이라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15]. 그림 3 은 

높이맵과 이를 예제로 사용하여 합성된 텍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인 단일 채널(channel) 텍스처에 대한 

분석과는 다르게 RGB 색상 텍스처는 각 채널이 서로 

강하게 연관되어있다[16]. 따라서 각 채널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그림 4 의 (c)와 같이 부적절한 결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다중 채널 텍스처의 분석을 위해 

텍스처 합성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온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적용한다[11][16]. PCA 를 통하여 텍스처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한 후 변화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을 배제하여 차원을 축소한다. 그 후 축소된 

데이터들에 대하여 매개변수 집합을 추정한다. 

텍스처의 합성은 매개변수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예제로부터 계산된 고유 벡터 행렬의 전치행렬을 

곱하고 각 채널의 평균값을 더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과정은 각 픽셀(pixel)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GPU 를 통한 절차적 노이즈 계산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림 4 의 (b)는 위 과정을 통해 합성된 

텍스처를 나타낸다. 

결과 및 토의 

4 절에서 다양한 다중 해상도 노이즈 텍스처에 대한 

합성 결과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제시하는 분석 기법이 

잘 적용됨을 보였다. 그림 5 는 보다 다양한 예제에 대한 

텍스처 합성 결과이다. 더하여 펄린 노이즈 모델은 

다차원 노이즈로의 확장이 용이하므로 2 차원 예제를 

기반으로 추정된 가중치를 다차원 노이즈 텍스처 

합성에 직접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소개한 차이맵의 생성 과정은 Burt 

Adelson [17]이 소개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Laplacian pyramid)의 생성 과정과 

유사하다.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는 가우시안 축소/확장 

함수를 통해 입력된 텍스처를 대략적인 밴드 패스 

특성을 가진 텍스처의 집합으로 분할한다. 하지만 

분할된 텍스처들의 대표 주파수는 2n이 아니며, 대역 

폭 또한 같은 대표 주파수의 펄린 노이즈로 생성된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펄린 노이즈의 분석을 위해서는 

차이맵의 적용이 더 적절하다. 반면 차이맵의 생성은 

텍스처를 2n주파수 대역으로 분해하므로 분석 가능한 

예제는 2n주파수를 대표 주파수로 가지는 텍스처로 

국한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텍스처에 

대해서는 생성된 차이맵이 밴드 패스가 아니며, 그림 

6 과 같이 분석에 실패할 수 있다. 최신의 절차적 텍스처 

합성 연구들은 이러한 예제에 대하여 보다 좋은 합성 

결과를 보이지만, 절차적 노이즈로써 펄린 노이즈가 

가지는 간결성과 빠른 계산 속도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임이 분명하다. 

표 1은 매트랩(Matlab)으로 구현한 코드를 사용하여 

텍스처 크기 변화에 따른 펄린 노이즈 분석의 평균 

시간을 측정한 표이다. 표로부터 텍스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분석 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상호작용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2. (a)변형된 합성함수로 생성된 텍스처와 

(b)이를 예제로 사용하여 합성된 텍스처. 

그림 3. (a)높이맵과 (c)높이맵을 예제로 합성된 

텍스처. 

그림 4. (a) RGB 색상 텍스처를 예제로써 

(b)PCA분석을 통해 합성된 텍스처와 (c)채널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합성된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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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텍스처 크기 별 다중 해상도 펄린 노이즈 분석 

시간. 

크기 652 1292 2572 5132 10252 

시간 (s) 0.0019 0.0025 0.0043 0.0120 0.0439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해상도 펄린 노이즈의 분해 

기법인 차이맵과 이를 통해 대응되는 펄린 밴드 

노이즈의 가중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3.3 절에서 이 방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예제로써 다중 채널 색상 텍스처가 사용될 경우 주성분 

분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였고, 다양한 색상 

텍스처에 대하여 성공적인 절차적 텍스처 합성 결과를 

보였다. 반면 2n주파수가 아닌 주파수 대역을 대표 

주파수로 가지는 텍스처에 대한 우리의 기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최신의 연구 기법은, 펄린 노이즈와는 다른 절차적 

노이즈 모델을 통해 예제 기반 텍스처 합성 기법을 

소개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예제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펄린 노이즈가 가지는 높은 계산 

성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펄린 노이즈는 

우리의 연구가 가지는 가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매개변수의 추정과 

절차적 노이즈의 계산은 충분히 빠른 속도를 보이므로 

게임, 지형 렌더링 시스템 또는 저작도구 등 실시간 

상호작용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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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딥러닝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음악 장르 

분류 문제에 있어서 최초로 멀티모달 딥러닝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음악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였으며, 음원의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정규화(Regularization) 

기법인 dropout 을 적용하여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이 단일 딥러닝 방법보다 음악 장르 분류의 

성능 향상에 탁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eep learning which is a subfield of machine 

learning began to be used in music genre 

classification in recent yea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hat can utilize the multimodal 

deep learning architecture in the music genre 

classification problem.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as used for  the spectrogram 

image of music and RNN(Recurrent Neural 

Network) was used for the sequential data of the 

sound. In addition, dropout which is a 

representative regularizer was applied to 

prevent overfitting. The model using multimodal 

deep learning propos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unimodal deep 

learning for music genre classification.   

주제어  

음악 장르 분류, 기계학습, 멀티모달 딥러닝 

1.  서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다른 분야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높은 차원(high-dimension)의 

문제에 성능 향상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NN[1]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인간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냈다[2]. 또한 자연어처리나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RNN[3]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음악 정보 검색(Music Information 

Retrieval, MIR)[4]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론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음악 정보 검색 기술은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 이후 

더욱 중요해진 분야다[5]. 사용자들이 음악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음원 공급자들은 음악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음악 관련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 정보 검색 

분야에는 음원 분리, 자동 태깅, 멜로디 추출 등 다양한 

세부 연구 주제들이 있다. 그 중 컨텐츠 기반(Content-

based) 분석에 속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해 음악 

장르를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6]. 

장르는 음악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음악 

분석의 중요한 메타데이터(Metadata)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악장르 분류에 대한 방법은 대부분 단일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유니모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한 종류의 특성만을 이용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딥러닝[7] 구조를 적용한 음악 장르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입력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하는 멀티모달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멀티모달 딥러닝은 이미지나 

텍스트 등의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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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학습한다(Joint 

representation)[8].  

본 연구에서는 한 종류의 음악 소스를 두 종류의 입력 

데이터로 생성하여 여러 딥러닝 구조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75%의 정확도를 얻었고,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음악 장르 구분에 관한 연구는 음악의 특성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주로 수행하였다. 음악 특성을 추출해 

내기 위해 신호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MFCC, 

Spectral Centroid 등 다양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6]. 이렇게 추출된 특성을 기반으로 기계학습 

방법론을 통해 장르를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성능이 좋은 SVM 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고 그 

밖에 KNN, GMM 등 다양한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6]. 하지만 최근 기계학습 분야의 발전을 통해 

입력부터 출력이 하나의 모델에서 모두 수행되는 End-

to-end model 형태의 딥러닝 구조를 기초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즉, 특성을 추출하는 별도의 

단계를 생략하고 모델 자체에서 특성을 추출하여 

분류까지 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시그널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한 후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여 장르 

분류를 시도한 딥러닝 모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9].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여러 계층을 가진 깊은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리즘[10]을 기반으로 

한 인공 신경망은 1990 년대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인공 신경망 모델은 계층이 많아지면 학습이 

어려워지고 좋은 성능을 얻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알려지며 연구가 침체되었다. 인공 신경망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학습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GPU 

등의 하드웨어 환경이 뒷받침 되면서 다시 획기적인 

성능의 발전을 이뤄냈다. 그리고 인공 신경망의 고질적 

문제였던 과적합 문제를 dropout[11]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여 정규화 성능도 높였다[12]. 

대표적인 딥러닝 구조인 CNN 은 1990 년대 후반 필기 

인식에 이용되며 알려지게 된 모델이다. CNN 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각처리 과정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미지 처리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모델의 계층을 늘리게 

되면서 큰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특히 영상 인식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딥러닝 연구의 또 다른 예로 RNN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순차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RNN 은 깊은 

신경망의 중간 계층의 값을 재귀적으로 이용하는 

모델로 데이터의 특성을 연속적으로 전달하여 순차적 

특성을 추출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학습 시 gradient 값이 

사라지는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Long short-term 

memory)[13]과 GRU(Gated Recurrent Unit)[14] 

등의 새로운 모델이 제안되면서 현재 자연어 처리 및 

음성 인식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딥러닝의 단일 모델에 대한 연구를 넘어 보다 

복잡한 구조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중 유형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설명 자막을 생성하는 

연구에서[15]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여 그 성능을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여 음악 장르 분류 문제에 

적용하였다. 

 

3.  딥러닝을 통한 음악 장르 분류 학습 모델 

본 논문의 제안 모델은 음악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와 

음원 자체의 순차적인 시그널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멀티모달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다. 

3.1.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발전은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CNN 을 

통하여 이미지를 추상화하고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feature 추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CNN 은 그림 1 

과 같이 Convolution 계층, Subsampling 계층, 

그리고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Convolution 계층은 이미지의 

특성들을 추출 해주는 역할을 하며, Subsampling 

계층은 이미지의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과 

position invariance 에 대한 특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계층의 반복을 통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차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해 주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인 CNN 모델로는 AlexNet[16], 

GoogLeNet[17], VGGNet[18]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ILSVRC 2014(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2014)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이미지 분류 및 인식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VGGNet(Visual 

Geometry Group)을 사용하였다. VGGNet 중에서도 

이미 학습 된 VGG 19-Layer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224x224 사이즈의 3 채널(RGB)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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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NN의 구조[1] 

 

본연구에서는 음악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CNN 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림 2 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음악 파일의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metal 과 

rock 은 분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지만 

classical 의 경우는 다른 두 장르로부터 쉽게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NN 을 통하여 각 

음악파일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에 대한 feature 를 

추출하여 분류에 이용하고자 하였고,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정보까지도 CNN 이 그 특징을 잘 

추출하리라 기대하였다. 

 

 

그림 2. 음악 파일에 대한 스펙트로그램 

 

3.2. 순차 데이터의 학습 

멀티모달의 두번 째 입력 데이터로 음원의 순차적인 

시그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음악은 시간의 정보가 

들어 있는 순차 데이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학습이 가능하다. RNN 은 순차 데이터에 

대한 과거 정보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회귀(recurrent)가 있는 신경망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RNN 은 시간 단계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정보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vanishing gradient 가 

발생하여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알고리즘 중 한 방법으로 

GRU(Gated Recurrent Unit)가 있고, 이는 연속적인 

일련의 데이터에 대한 장기 기억의 정보를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이다. 

 

 

그림 3. GRU에 대한 구조[13] 

 

GRU 는 reset 게이트와 update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3 과 같다. 2 개의 게이트는 현재 

단계의 입력과 이전 단계의 은닉(hidden) 계층의 

조합을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에 적용하여 값을 

구하며, 식 (1), (2) 로 표현할 수 있다.  와  는 시간 

스텝 t 의 reset 게이트와 update 게이트이다.  와  

는 스텝 t 의 입력값과 은닉 계층의 값이고, W 와 b 

는 각각 weight 와 bias 를 나타낸다. 식 (3) 은 스텝 

t 의 은닉 계층에 대한 후보상태  를 나타내게 되고, 

식 (4) 와 같이 update 게이트를 통해 스텝 t 의 최종 

은닉 계층 상태를 구성하게 된다. 

 

    

    

    

    

  

reset 게이트는 이전 단계의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지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 그 값이 0 에 가깝다면 이전 

단계에서 전달된 기억 정보는 거의 저장하지 않고 현재 

단계의 은닉 계층의 후보 상태를 만들게 된다. 이 후 

최종 은닉 계층의 값은 update 게이트를 통하여 이전 

단계의 은닉 계층의 상태를 얼마나 반영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즉, update 게이트의 값이 0 에 가깝다면 

장기 기억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GRU 의 특성을 일련의 연속적인 정보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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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적용한다면 순차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잘 

추출할 수 있을것이라 예상하였다. 

 

3.3. 멀티모달 딥러닝(Multimodal  deep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음악 장르 분류 방법들과 

달리 앞서 설명한 두 종류의 학습 방법을 결합한 

멀티모달 딥러닝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적용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음원에 대한 연속적인 데이터와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동시에 학습하여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4. 제안 모델 

 

음악 장르 분류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구성은 그림 4 와 같다. 먼저 그림 4 의 (a) 와 같이 

음악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에 대하여 CNN 을 통해 

4096 차원의 feature 를 추출하였고, 그 feature 들을 

1024 차원의 공간으로 Image embedding 하였다. 

또한 (b)에서는 wav 파일에서 추출한 5512 차원의 

feature 를 (a)의 Image embedding 과 같이 동일한 

차원의 벡터공간으로 Wav embedding 시켰다. 이렇게 

이미지와 음원을 각각 동일한 벡터 공간으로 사상시킨 

후 (c)와 같이 RNN 의 각 시간 스텝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RNN 의 메모리 구조는 GRU 를 

사용하였으며, 연속적인 일련의 데이터에서 과거의 

학습 데이터의 정보와 더불어 역방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Bidirectional RNN(Bi-RNN)[19]을 

사용하여 보다 나은 분류율을 달성 하고자 하였다. Bi-

RNN 의 은닉 계층값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순방향과 

역방향의 은닉 계층 값을 인접하는 방법, 서로 더하는 

방법, 그리고 평균을 취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Bi-RNN 의 순방향과 

역방향에서 나온 은닉 계층들의 벡터를 인접시켜 각 

시간 스텝의 은닉 계층의 차원을 두 배로 늘린 후 그 

평균을 최종 분류 계층의 입력으로 사용 하였다. 그리고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각 클래스에 

대한 분류 확률을 구하였다. 이 때,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dropout 방법을 사용하였다.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으로는 cross entropy 

를 이용하였고,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확률적 최적화 

방법(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인 

Adam(Adaptive moment)[20]과 BPTT(Back 

Propagation Through Time)[21]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4.  실험 및 토의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음악 장르 분류 연구에서 널리 활용된 

GTZAN[2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셋은 

10 개의 장르(reggae, jazz, metal, hiphop, blues, 

classical, country, pop, disco, rock)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르당 100 곡의 22050Hz, 모노, AU 형태의 

30 초로 구성된 음악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  

딥러닝을 이용한 분류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GPU 

연산에 최적화 된 다차원 배열 연산 라이브러리인 

Theano[23]와 CNN 에 특화된 Caffe 

Framework[24]을 이용하였으며, NVIDIA GTX 

Titan X 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4.2. 실험 방법 

총 1000 개의 음악 파일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장르당 90 개씩 900 개의 파일을 train set 으로, 

나머지 100 개의 파일을 validation set 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대한 데이터 처리는 그림 5 와 같이 수행하였다. 

CNN 활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이미지 분류에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VGG 19-

Layer model 을 이용하여 마지막 분류 계층 이전 

단계인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에서 

4096 차원의 feature 를 추출하는 transfer learn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음악 파일의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 데이터를 VGG Network 에 투과시켜 

feature 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Image embedding 을  

통하여 1024 차원의 벡터로 변경 한 후 RNN 의 첫 번 

째 스텝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RNN 의 경우는 각 AU 형태의 파일을 WAV 포맷의 

형태로 변환한 뒤 250ms 단위로 나누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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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WAV 파일은 30 초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각 

음악 파일들마다 세부적인 시간의 길이가 정확히 같지 

않기 때문에, 처음 28 초의 음악파일만을 사용하였다. 

변환 된 음악파일을 250ms 로 분할한 결과 총 112 개 

스텝으로 이루어진 입력 데이터를 얻었다. 분할된 각 

스텝의 값들은 1024 차원으로 Wav embedding 하여 

RNN 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5. 실험 흐름도 

 

분류 모델의 구조 별 실험으로는 CNN only, RNN 

only, Bi-RNN only, CNN+RNN, CNN+Bi-RNN 총 

5 가지로 진행하였다. CNN only 의 경우에는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4096 차원의 

feature 를 추출한 후 음악 장르 클래스에 레이블링을 

하여 학습시켰다.  RNN 과 Bi-RNN 만을 단일 모델로 

사용 한 경우에는 음원에서 추출한 순차적 시그널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반면, CNN+RNN 과 

CNN+Bi-RNN 의 경우는 스펙트로그램 이미지에서 

추출한 feature 와 Wav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적은 데이터셋 사이즈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적합(overfitting)을 피하기 위하여 dropout 을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외 각 실험 모델에 사용되는 

hyper parameter 들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4.3. 실험 결과 

4.3.1. 구조 별 실험 결과 

validation set 에 대한 5 가지의 실험 모델의 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1. 구조 별 실험 결과(Dropout ratio=0.8) 

Type Classification Rate(%) 

CNN Only 69 

RNN Only 56 

Bi-RNN Only 59 

CNN+RNN 70 

CNN+Bi-RNN 75 

 

CNN 과 RNN 을 단독으로 실험 한 경우 CNN 이 음악 

장르 분류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NN only 의 경우에는 CNN only 대비 

성능이 좋지 않았으나 CNN 의 feature 를 RNN 의 

입력값으로 embedding 한 경우 그 성능이 상당 수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제안 모델과 같이 

CNN+Bi-RNN 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분류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6. 제안 모델에 대한 Confusion matrix 

 

4.3.2. 장르 별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을 이용한 장르 별 분류 confusion 

matrix 는 그림 6 과 같다. Reggae, jazz, classical, 

pop 에 대해서는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였으나, 

blues 와 disco, rock 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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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Dropout 실험 결과 

그림 4 의 제안 모델에서와 같이 RNN 의 은닉 계층과 

최종 분류 계층 사이에 dropout 을 적용함으로써 

정규화(regularization)의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적은 

사이즈의 데이터셋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를 dropout 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음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 최적화 된 비율을 찾고자 하였다. 

 실험 내용으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CNN+Bi-

RNN 모델에 대해 다양한 dropout 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2 와 같이 dropout 비율을 0.8 로 설정한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높은 dropout 비율이 적은 

데이터셋 사이즈가 갖고 있는 과적합(overfitting)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제안 모델에 대한 Dropout 실험 결과 

Dropout ratio Classification Rate(%) 

0 70 

0.4 71 

0.8 75 

 

4.4. 토의 

총 5 가지 모델로 실험한 결과 음악의 이미지 데이터와 

시그널 기반의 순차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제한된 

데이터 양을 늘려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추출하여 

분류에 사용하는 효과를 보였다. 기존의 모델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 앞으로 연구가 계속된다면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을 이용하는 다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유니모달을 이용한 방법론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복수개 이상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악 장르를 분류하기 위해 한 종류의 

음악 데이터를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로 생성하여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CNN 과 RNN 구조를 

이용하여 구성된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을 음악 장르 

분류 문제에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CNN 과 Bi-

RNN 을 동시에 이용한 멀티모달 딥러닝 모델이 다른 

구조들에 비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dropout 비율이 사이즈가 적은 

데이터셋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제안 모델에 

적용하여 정확도  75%의 성능을 얻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 사람이 

분류한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모델의 특성(feature)을 추출하여 장르와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이외의 분야에 멀티모달 딥러닝을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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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개인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lifelog 

기기는 아직 지속사용성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lifelog 의 기능들은 흥미에 기반을 

둔 초기 사용성 (activating usability) 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중기 및 궁극적 사용성 (accessing 

usability, ascertaining usability)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Beyond total capture’를 모티브로 사용자의 궁극적 

사용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lifelogging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HCI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photo elicitation 기법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 lifelog 사진에 

대한 200 일간의 추적 인터뷰를 수행하여, 

지속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lifelog system 의 요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Like a ‘pentimento’ showing an artist’s minds-

changing in the progress of painting, we 

reinterpret our experiences based on our 

current status and thoughts. Recent HCI studies 

suggested the lifelog system should provide 

something beyond prompt veridical recall, by 

which it can generate persistent user experience.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longitudinal user 

study to figure out the important attributes of 

one’s own meaningful experience in order to 

develop conceptual design guidelines for lifelog 

system.  

주제어  

Reconstructive memory, photo elicitation, 

lifelog, qualitative study, reference to (past) 

future events 

서론 

 

그림 1. A3+ 사용성 (류호경, 김지은, 이장선, 

personal communication, 2013 년 5 월 24 일) 

 

최근 Fitness tracker (예., fitbit™, Misfit™)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 중 1/3 이 6 개월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5]. 이는 

사용자의 하루를 정량화 (Quantified-self [12]) 할 수 

있다는 제품의 특징은 초기 사용성 (activating 

usability)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구매를 이끌었으나, 

중기 및 궁극적 사용성 (accessing usability, 

ascertaining usability, [그림 1]) 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용자의 특정의도가 

담기지 않은 채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단순한 

개인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유도할 수 있는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Fitness tracker 에 한정된 

이슈만은 아니다.  

5 일동안 Wearable camera (예: Narrative 

Clip™)를 착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약 7GB 에 미치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초기 사용자들에게 는 

수집된 방대한 양의 사진 자체로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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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모든 사진을 그대로 전달 

하는 것보다는 추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진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Sellen 과 Whittaker [9]는 lifelogging 시스템 

디자인을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Beyond total capture’의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 (Reminiscing, 

Retrieving, Reflecting, Remembering)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저장된 사진을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Google 

Photo™ 과 Naver cloud™의 경우, 사진의 표면적인 

특징을 Deep learning technique 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각 사진에 Tag (예., 날씨, 사람들, 강아지, 

책) 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키워드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이란 특성상, 사용자가 

회상하고자 하는 기억은 단순히 사진의 표면적인 

특징으로 정의된 객관적인 키워드만으로는 검색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11].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까지 고민한 스케치 또는 

채색의 흔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드러나는 것을 

‘Pentimento’ 라고 한다.  사진에 담긴 기억에 대한 

개인의 의미형성과정도 ‘Pentimento’ 와 같이 

회상하는 시점의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10]. 이를 

방증하는 것이 Facebook™ 이 2014 년 연말에 

사용자에게 그 해에 있었던 핵심적인 포스팅을 모아 

슬라이드 쇼로써 제공하였으나, 사용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Year in Review’ 서비스이다 [1]. 

과거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변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lifelog system 의 장기적 

사용관점에서 궁극적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의 의미 변화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Lifelog 기기의 장기적 사용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4, 7]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수집된 사진 속에 내포된 경험의 특성 

본연에 초점을 맞추어 사진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 

사진의 속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 일 동안 세 차례에 

인터뷰를 수행하여, Thematic analysis 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lifelog system 의 사용자인터페이스의 중요 요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험 설계 

본 연구는 개인의 의미 있는 경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의 변화 여부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 200 일의 추적) 파악하고자 photo 

elicitation[3]을 토대로 semi-structured 

interview 를 총 세 차례 (8 일차, 50 일차, 200 일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 실험참여자 

평균 23.75세 (s.d =2.01) 의 총 20명 (여자 

10명)이 200일간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 개인의 경험 콘텐츠 수집  

첫 번째 인터뷰 (8일차)에 참여하기 이전 5일동안 

모든 실험참여자는 매일 개인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실험참여자는 5일동안 

매일, 수집된 사진 중 의미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을 

태깅하여 (매일 찍은 사진 수의 50%) 

실험진행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실험진행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였다. 

수집된 사진들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추가적인 

rehearsal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카메라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을 마친 200일후에 실험참여자들에게 다시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참여자가 매일 100장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수집된 데이터의 

50%인 의미있는 순간이 담긴 50장은 태깅되어 향후 

인터뷰에 사용되고, 나머지 50장은 스토리지에 따로 

보관되었다.  

 

• 인터뷰 도구 

5일 동안 수집된 의미있는 일상생활 사진들이 

인터뷰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화되었다.  

• 인터뷰 절차 

세 차례의 인터뷰 모두 Photo elicitation 을 

토대로 (ⅰ) 5일간 수집된 의미있는 일상생활 

사진들에 대한 설명과 (ⅱ) 각 인터뷰 시점에서 

현상하여 앨범에 넣고 싶은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선택하게 하고 (실험참여자가 

5일동안 수집한 사진 수 * 10%)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예를 들면, 5일동안 수집된 

사진이 총 100장이었다면, 현상하여 출력하는 

사진은 총 10장), 모든 인터뷰는 약 30분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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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분석 및 결과 

인터뷰에서 확보된 Verbal protocol 자료는 

Thematic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Whittaker [11]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제안한 분석코드와 수집된 10%의 의미있는 사진의 

속성에 대해 매핑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면적 

의미를 형성하는 세부 조건들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10%의 의미있는 사진에 대하여 Bottom-up 

thematic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다.  

 

• 상위 10%의 의미 있는 사진을 결정하는 속성 

사진이란 주관적인 가치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의 표면적인 특징만으로 사진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Whittaker의 

선행연구[11]를 토대로, 상위 10%의 의미 있는 

사진의 속성을 아래의 총 세 가지의 Coding 

schem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 이를 바탕으로 

8, 50, 200일차 인터뷰에서 실험참여자들이 

현상하고자 한 상위 10%의 의미 있는 사진들을 각 

코드에 일대일 매칭하였다. 

1. 이면적 의미 (implicit meaning,        

예., 타인과의 관계, 과거의 경험)  

2. 표면적 의미 (explicit meaning,   

예., 객관적 상황설명)  

3. 복합적 의미 (dual meaning = implicit + 

explicit meaning, 이면적 + 표면적 

의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참여자가 상위 10% 

의미있는 사진들을 선정하는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PS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USA)을 통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상위 10%의 의미있는 

사진을 선택한 기준이 되는 세가지 coding scheme 

(X1=이면적, X2=복합적, X3=표면적)으로, 

종속변인은 실험참여자가 현상하고자 한 상위 

10%의 의미있는 사진들의 전체 개수 대비 각 

coding scheme에 매칭된 사진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 참여자가 현상하고자 

선택한 총 3장의 사진 중 1장은 이면적 의미, 나머지 

2장은 표면적 의미에 매칭되었을 경우, 종속변수는 

각각 Y1(이면적 의미)= 1/3, Y2(복합적 의미)= 0, 

Y3(표면적 의미)= 2/3 으로 정의된다.  

Mauchuly 구형성 검정이 성립되지 않아, 다변량 

검정값 (Wilks’ lambda)을 참조하여 결과를 해석한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참여자가 상위 

10%의 의미있는 사진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각 

coding scheme 영향력의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띄었다((사진의 속성 ⅹ 시간) 효과, 

F=6.556, p<.001). Tukey 방법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이면적 의미가 표면적 의미보다 실험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면적 의미 > 표면적 의미 = 복합적 의미).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진이 갖는 이면적 의미는 

점차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표면적 

의미는 점차 퇴색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 

 

 

그림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의미 있는 

사진을 결정하는 속성의 평균비율 변화 

 

• 시간에 따른 이면적 의미 변화 

일차적인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의미있는 

사진은 표면적 의미보다 이면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면적 의미는 그 

특성 상 개인의 주관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될 

수 있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면적 의미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진의 

의미를 해석하였다면, 두 번째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험의 이면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획득된 사진의 이면적 의미를 설명하는 

5개의 코드를 선정하였다 (경험의 희소성, 개인적 

선호, 사회적 친밀도, 감정적 요소, 과거/미래와의 

연관성)[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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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Thematic analysis를 통해 도출한 의미 

있는 경험의 영향을 미치는 세부 code 

 
 

‘처음 인터뷰 했을 때만 해도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카페에 간 거라 인증샷 겸 찍었던 거 

같아요... 그 이후로 여기 자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젠 그다지 저에게 특별한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실험참여자A) 

 

상단의 verbal protocol의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이 더 이상 희소한 경험으로 추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면적 의미 퇴색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의 자아 

(Remembered-self)와 현재의 자아 (Current-

self) 간의 상황 차이로 인해 해당 경험에 대한 

몰입도, 공감 정도가 낮아짐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himamura [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사진의 의미성 

(Meaningfulness)이 변하게 되는 경우   

실험참여자가 사진 속 본인의 경험을 3인칭 

시점에서 거리감 있게 설명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되었지만, 이제는 

저만의 힐링 공간(P)이 되었어요’ (실험참여자B)  

‘이 친구(S)랑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실험참여자C)  

그러나 경험의 희소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과의 친밀도(S)와 피사체에 대한 

개인적 선호(P)로 인해 경험의 의미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실험참여자 B와 C의 verbal procol과 같이 

해당 경험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현재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경험일 경우, 

경험의 희소성이 떨어질지라도 중요한 이면적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경험의 희소성으로 인해 

기록(인증)의 수단으로 획득한 사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다른 

속성(예: S, P)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상위 개념의 이면적 의미가 생성됨으로써, 경험의 

의미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진을 찍으려 했던 순간, 예전에 친구들하고 

함께 신나게 놀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구나..’ (실험참여자 

D)  

‘이 사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다짐이 될만한 사진이에요’ (실험참여자E)  

전체 실험참여자의 50%(10명) 가 선택한 

의미있는 사진들은 과거의 경험 또는 미래에 대한 

다짐을 상기시키는 연결고리(R)가 되는 것들로, 

200일이 지나서도 상당부분 의미성이 유지되었다. 

이는 해당 사진들이 기록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진촬영이라는 행위가 사진을 찍을 때 형성된 

의미가 시간의 경과에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intentional interaction이 장기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8].  

 

‘이 때는 이사진만 봐도 정말 힘들고 짜증이 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깐, 내 자신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뿌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거 같아요 이사진이’ (실험참여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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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의미부여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과거의 나의 상태/생각과 현재의 내 

상황이 일치할 경우, 그 의미성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은 위의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자아와 과거의 자아 

간의 괴리감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의미가 생성된 

경우도 있었다. 위의 verbal protocol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 속 부정적 

경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참여자에게는 

일종의 reward를 제공하는 (Digital confident 

[4]) 의미를 형성할 수도 있다. 즉. 단순히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 경험이 Digital confident로 

변환되었을 때, 그 경험의 의미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일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거-현재-미래와의 연관성이 

포괄적인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추후 연구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사진이라는 매체를 바탕으로 

수행한 200 일 추적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는 사진의 

의미성은 경험의 5 가지 속성에 대한 현재의 자아와 

과거의 자아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간의 비교 [9]를 

통해 결정되며, 단순히 기록이라는 1 차원적인 목적으로 

남겨진 사진의 경우, 그 의미성이 쉽게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에게 의미를 갖는 사진들은 

단순히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무엇이 (what) 

찍혔는 지 등과 같이 데이터의 일차원적인 해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who), 왜 (why; 

감정적요인, 개인적요인, 과거/미래와의 연관성) 와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제언한다.  

라이프로그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표면적인 특성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진을 리뷰할 때의 다양한 감정 및 참조점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제안되어야 할 

라이프로그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를 정의할 

수 있는 사진/데이터에 대한 secondary tagging 

절차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정보입력을 최소화하고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물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추천기반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동안 자주 가던 카페를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다는 걸 위치데이터를 통해 파악하면, 시간이 흐른 

후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우선적으로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진에 대한 새로운 의미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5 개의 분석코드 (경험의 희소성, 

사회적 친밀도, 과거/미래와의 연관성, 개인적 선호, 

감정적 요소)는 개인의 200 일간의 Pentimento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분석기준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코드가 의미있는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중복적으로 또는 

서로 다른 가중치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경험의 의미강도 

(meaningful intensity)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단위를 

개발하고, 이 단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띠는지 파악함으로써, 추천기반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secondary 

tagging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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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동작 인식 기술 발달에 따라 사용자와 시스템 간 

인터랙션이 다양해지고 컨텐츠 소비에서 컨텐츠 

창조를 위한 새로운 경험 가치 기반의 비접촉 3D 조형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식 

제스처로 3 차원 인터페이스상에서 작업 시,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인 태스크 지원이 가능한 조형 

제스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Gesture  recognition  technology  provides  new  

types  of  interaction  from  content  

consumption domain to productivity domain. 

The natural hand gesture is also applicable for 

art and design such as non-touch 3D sculpting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users’ 
acceptances and mental  model  of  non-touch  

gesture  and  construct  the  intuitive  gesture  

grammar  sets appropriate  for  sculpting.  The  

display  modality  of  gesture  and  on-screen  

UI  have  been  also analyzed and conveyed into 

the intuitive gestures 3D interface.   

주제어  

Hand Gesture , Gesture Interface, Air Touch, 3D 

Modeling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전통적 일반 조형은 손으로 직접 조형을 제작하는 반면, 

현재는 라이노나 지브러쉬 등과 같은 컴퓨터 환경 

기반의 조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조형을 

제작하고 있다. 최근, Leap Motion, Kinect 등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특별한 작업 공간이나 도구 

없이도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 3D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8]. 

접촉식 제스처 기반인 Autodesk 123D Sculpt 와 

Autodesk + Wacom Mudbox 에서는 손가락 터치를 

통해 3D 모양을 조각하고 색상, 질감 등을 입히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자연스러운 공간 제스처를 통한 

직관적 조형 변형은 불가능하다.  

반면, 비접촉식 제스처 기반인 Leap Motion 

Freeform 과 UCSB 의 Virtual Pottery 는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작업이 가능하지만, 인식 가능한 

손의 회전이 90 도로 제한되고 있거나 트래커가 부착된 

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비접촉 제스처는 정보 표면과 컨트롤 영역 간의 

거리로 인해 정밀한 조작이 어렵고 시각적 인터페이스 

피드백이 부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태스크-제스처의 정확성에 한계가 존재한다[1]. 

1-2. 연구 목적 

비접촉식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3D 조형 제작 

프로그램이 많이 공개되고 있지만, 사용자 친화적인 

조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접촉식 제스처 

인터랙션이 지니고 있는 언어코드 모호성의 한계를 

해결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3D 비접촉 조형 

방식의 제스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 3 차원 인터페이스상에서 

조형작업 수행 시, 조형 태스크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인 양손 제스처 패턴과 3D 조형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태스크-제스처의 최적 매핑을 통하여 

NUI(Natural User Interface)의 방식의 3 차원 조형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조형 환경별 

디자인 프로세스 

3D  인터페이스 

최적화 제스처 

3D 조형 

인터페이스 개발 검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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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형 환경별 디자인 프로세스 

2-1.  조형 구축 과정 과정 비교  

일반 조형 작업에서의 조형 작성자들의 조형 작업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9 명의 도예 전문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도예 전문가의 지도하에 물레 

성형, 판 성형, 코일링 성형 총 3 가지 기법에 대하여 

조형 작업을 완성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조형 작성자들의 손동작 및 맥락 정보를 

수집하였고, 전체 조형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손 모양, 

동작, 도구 등을 촬영 및 분석하였다.   

 

 

그림 2. 일반 조형 실험 방법 및 절차 

 

컴퓨터 기반 3D 조형에서는 2 차원 입력 방식인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화면 내에 구성된 

인터페이스 도구와 명령어를 선택하여 가상 공간에서 

조형물을 제작한다. 스크린 상의 가상 인터페이스 

도구에 의한 기본적 활용을 해야 하며, 물리적 도구 

경험이 아닌 인터페이스 도구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조형을 구축하게 된다.  

 

 

그림 3. 컴퓨터 환경 조형 구축 과정 분석 예시 

 

NUI 기반 3D 조형 시스템은 스크린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인간과 시스템이 의사소통하듯 화면에 시각화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조작하여 조형물을 제작한다. 

자연스러운 동작 지원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피드백 

구현이 불가능한 특성이 존재한다.  

 

 

그림 4. NUI 환경 조형 구축 과정 분석 예시 

 

일반 조형, 컴퓨터 3D 조형 프로그램, NUI 환경 3D 

조형 프로그램상에서의 조형 제작 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공통으로 도출된 조형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형물 작업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제작하고자 하는 조형물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거나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변형하기 위해 작업공간으로 

가져온다.  

두 번째, 기본 형태 제작 단계에서 일반조형은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여 기본 형태를 제작하고 컴퓨터 

환경에서의 조형은 명령어와 인터페이스 도구를 

바탕으로 기본형태를 제작한다. 이는 일반 조형과 

컴퓨터 조형의 기본형태 제작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형태 변형 단계에서 일반조형은 손으로 제작한 

기본 형태들을 직접 조합하거나 변형(잡아당기기, 밀어 

넣기, 자르기 등)하고, 컴퓨터 환경에서는 명령어와 

변형 인터페이스 도구를 사용하여 조형을 변화시킨다.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조형물의 형태를 

구조화한다. 

네 번째, 세부 작업 단계에서는 플랫폼 간 과정 차이를 

보인다.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일반 조형과 다르게 

컴퓨터 환경에서는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조형물의 세부적인 부분 표현하거나 색을 입혀 

최종적으로 형태를 다듬는다. 

 

표 1. 시스템별 조형 구축 과정 분석 결과 

조형 

시스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작업 설계  >>   기본 형태  >>  형태 변형 >>  세부작업 >>  제작 

완료 

일반 

조형  
스케치 

회전성형 : 

물레 

손, 도구 사용 

 

돌출 성형 : 

판 

적층 성형: 

코일링 

컴퓨터 

조형 
스케치 

회전성형 : 

Revolve 
형태 변형 

명령어 

( Twist, 

Boolean 

등 )   

렌더링 

프로그램  

( Keyshot, 

V-Ray ) 
 

돌출성형 :  

Extrude 

적층 성형:  

Sweep/Loft 

NUI 

조형 
갤러리 기능 

변형 도구 

인터페이스 

( Sculpt, 

Smooth 

등 ) 

채색 도구 

인터페이스  

( Color, 

Mate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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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조형 구축 과정 분석 결과를 조합하여 비접촉식 

3D 조형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5] 에서 보듯 기본 

형태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형태와 조합을 

하거나 분할, 또는 감산하면서 세부적인 디테일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 조형물 제작을 완료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림 5. 비접촉 제스처  일반 조형 프로세스 상의 발전 과정  

 

2-2.  조형 작성자 행동 체계 분석 

일반 조형 작업에서 조형 작성자의 행동 체계를 촬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의 조형 

조작은 손동작만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고개, 시선, 몸 

기울임 등의 다양한 맥락 정보가 함께 사용된다.  

 

 

그림 6. 조형 태스크별 조형 작성자 행동 체계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손과 재질 접촉으로 인한 피드백으로 강도 

조절을 하고 주로 엄지, 검지만을 의존하는 조형 제작, 

도구 활용 선호 특성을 보였다. 조형 제작 시, 초기 형태 

변형 단계에서 몸동작은 기본적으로 몸의 기울임 없이 

정자세로 양손으로 조형물의 형태를 제작하지만, 

조형물의 세부적인 형태 변형 단계에서는 대상물을 

움직이기 보다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조형물을 제작하였다. 도구 활용에서는 작업 공간 영역 

주변에 도구들을 배치하여 작업물의 형태 변형, 세부 

작업을 하였다.  

 

2-3. 조형 작업 조작 단위 분석 

일반 조형의 조형 작업 환경을 살펴보면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여 넓게 펼쳐진 다양한 물리적 도구와 손을 

사용하여 짧은 수행 단계로 조형물을 제작한다.  

 

 

그림 7. 일반 조형 작업 환경의 공간 활용 

 

반면, 컴퓨터 환경에서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정보 

관계성에 따라 명령어나 형태 변형 인터페이스 도구를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사용하고 세부작업 단계에서는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질감, 재질 등을 3D 

모델링에 입힌다.  

 

 

그림 8. 컴퓨터 환경 조형 작업 환경의 공간 활용 

 

한편, NUI 기반의 조형 시스템에서 도구는 일반 조형의 

손동작과 컴퓨터 기반의 조형에서 형태 변형 

인터페이스와 명령어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형태 변형 단계에서의 도구는 조각 도구에서 다양한 

형태 변형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후, 브러쉬 강도를 

조절하여 검지 손가락으로 조형물의 형태를 

변형함으로써 일반조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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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업 단계에서는 채색 도구, 재질 도구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활성화한 뒤, 브러쉬 강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3D 조형물 부분에 손으로 채색이나 

재질감을 적용하면서 컴퓨터 환경과 유사한 움직임을 

수행한다.  

일반 조형, 컴퓨터 기반의 조형, NUI 기반의 조형 작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세대별 조형 태스크별 조형 조작 단위 분석 결과 

구분 

일반 조형 3D 모델링 

형태 

제작 
도구 명령어 

인터페이스 

도구 

뼈대 

설계 
뼈대 

제작 
철사 

Line, Polyline 
 

Arc 
 

Circle 
 

Ellipse  

Spline  

형태 

제작 

회전 

성형 
물레 Revolve 

 

압출 

성형 
판 Extrude 

 

적층 

성형 
코일링 

Loft 
 

Sweep  

형태 

변형 

결합 손 Boolean Union 
 

절단 
날카로운 

나이프 

Boolean Difference 
 

Boolean Intersection 
 

절삭 Trim, Cut 
 

휘기 
가열 후 

변형 

Bend 
 

비틀기 Twist 
 

모따기 
날카로운 

나이프 
Chamfer 

 

- Scale 
 

세부 

작업 
- Dimension 

 

 

일반조형 작업과는 다르게 컴퓨터 환경과 NUI 조형 

작업환경은 큰 틀 구축을 위해 라이브러리나 탬플릿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실행취소, 확대 축소, 복제에 

대한 특정 명령키가 있으며, 저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작업환경을 신속히 만들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한다는 장점이 있다.  

3. 3D 인터페이스 조작  최적화 제스처 제안 

3.1  제스처 인식 요소 

시스템이 인식하는 제스처는 손 모양 형태 패턴과 

사용자 손동작의 움직임으로 구분되고 이 두 요소의 

조합을 통해 완성된 제스처 기능 인터랙션을 수행한다. 

제안된 본 시스템에서는 표 3 과 같이 손 모양 형태 패턴 

정의를 위해 일반 조형에서 조형 작성자들의 행동체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제스처 수행이 

가능한 손가락들의 관계 조합 표를 만들어 

최적화하였다.  

 

표 3. 제스처 패턴 제작을 위한 손모양 형태 패턴 

조합 이미지 
손가락 

조합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엄지 

 
1 ●    

- 

 
2  ●   

 
3   ●  

검지 

 
1  ●   

 
2   ●  

 
4   ●  

중지 

 

 

5 

● ● ● ● ● 

약지 ● ● ● ● ● 

새끼 ● ● ● ● ● 

쥐기 ● ● ● ● ● 

 

사용자 동작은 시스템 화면의 사용자 손동작 움직임에 

따라 다음 그림 9 에서 보듯 x, y, z 축 방향으로 화면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손 모양 형태 패턴과 사용자 동작 

모션을 조합하여 조형 주요 조형 태스크별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9. 사용자 공간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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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스처 인터페이스 시스템 제안 

직관적인 제스처 행동 다음 단계로 온 스크린 UI(On-

Screen UI) 상에서 사용자들이 일반 조형의 도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주요 태스크별 제스처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제스처 레이어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스처 기능인 동적 메타포를 제공한다. 시스템 UI 

레이어에서는 태스크-제스처간의 상징적 연관성이 

명확하고 사용자 정보 인지에 영향을 주는 제스처 

인터페이스 요소인 언어적 메타포를 적용한 아이콘과 

인터페이스 요소를 제안하였다.   

 

 

 

그림 10. 조형 태스크별 제스처 인터페이스 시스템 예 

 

예를 들어, 제스처 레이어에서는 오브젝트 형태 변형을 

위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마치 위로 잡아당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A), 시스템 UI 

레이어에서는 사용자의 손동작 움직임에 의해 

오브젝트의 일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언어적 메타포 동기화를 지원하게 된다 (A`).  

 

3-3. 조형 태스크별 제스처 인터페이스 제안 

제안된 비접촉 3D 조형 시스템은 MS 사의 Kinect 

2.0 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사용자의 제스처는 인식범위(폭 1.3m, 거리 1.8m) 

안에서 그림 11 에서 보듯 조형 관련 기능에 매핑되어 

설계되었다. 일반 조형의 움직임을 모방한 직관적인 손 

형태와 동작 조합을 통해 스크린 밖의 제스처와 3D 

조형 프로그램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손 모양 

간의 인지적 합일성을 추구하였다. 손 제스처 이외의 

몸 기울임, 스크린과 사용자 간의 거리까지 맥락에 맞게 

인식, 반영시킴으로써 무의식적인 사용자의 손 

제스처와 기능 실행을 위한 특정 제스처와의 충돌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11. 조형 태스크별 제스처 제안 예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의 정보 디스플레이를 해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정보들은 

언어적/공간적 코드와 시각적 모달리티에 기인하여 

공급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언어적/공간적 코드와 

시각적 모달리티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직관적인 제스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온 스크린 

UI 를 제안하였다. 

 

 

 

그림 12. 비접촉 3D 조형 시스템 온 스크린 UI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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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접촉식 제스처 인터페이스 검증 실험  

4-1.  실험 계획 

디자인된  주요 조형 태스크별 9 가지의 제스처 세트를 

기반으로 명령어에 따른 제스처의 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3D 조형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상자인 산업디자인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남녀 총 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2 세트로 구성하여, 첫 번째 세트에서는 9 개의 기본 

기능과 제스처의 연관성을, 두 번째 세트에서는 

피험자가 9 개의 기본 기능에 대한 스크린 피드백을 

보고 예측되는 제스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3. 실험 절차 및 진행 방법 

 

4-2.  실험 절차 및 진행 방법 

실험의 절차는 사전 설명, 본 실험(1, 2 단계), 인터뷰로 

구성하였다. 사전 설명 단계는 피험자들에게 3D 조형 

창작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림 14. 실험 세트 구성 

 

본 실험 1 단계는 제스처 – 기능 관계성 응답률을 

조사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주어진 기능과 제스처간의 매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 진행자가 피험자에게 9 가지의 제스처를 보여주면 

피험자는 3D 조형 창작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을 

연상시키는지 명령어를 응답하게 하였다. 본 실험 

2 단계에서는 제스처-기능 유추 정답률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 진행자가 조형 태스크별 기능에 따른 명령어 

9 가지를 피험자에게 제시하면, 피험자가 제스쳐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 단계 후, 

피험자들에게 7 점 척도를 기반으로 선호도, 어려운 

정도에 대한 응답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실험 결과  

5-1.  기능  - 제스처 연관성 

본 실험 1 단계에서 진행한 제스처 – 기능 관계성 

응답률과 실험 2 단계에서 진행한 기능 – 제스처 유추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표 3. 기능  – 제스처 연관성 실험  분석 기준 

1 단계 : 응답률 2 단계 : 정답률 

제스처 – 기능 관계성 기능 – 제스처 유추 

 

제안한 주요 조형 태스크별  9 가지의 제스처 세트 

전반에 걸쳐 기능과의 매핑 만족도가 높고 잘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브젝트 선택, 확대/축소, 패닝, 회전, 

잡아당기기, 밀어 넣기와 같이 기존 터치 디바이스와 

사용 행동이 비슷한 맥락에 있는 제스처들은 

피험자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 손 제스처가 아닌 상반신 움직임에 관한 

제스처는 새롭지만 정답률, 응답률이 다른 제스처들 

보다 학습이 필요했으나 사후 인터뷰를 통해 직관적인 

제스처라는 응답을 수집하였다. 

 

표 4. 기능 - 제스처 연관성 분석 결과 

구분 기능 제스처 인식률 정답률 

1 오브젝트 선택 

 

100% 100% 

2 오브젝트 확대/축소 
 

100% 100% 

3 오브젝트 회전 

 

100% 100% 

4 오브젝트 틸트 

 

80% 80% 

5 오브젝트 패닝 
 

100% 90% 

6 (형태 변형) 잡아당기기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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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태 변형) 밀어넣기 

 

100% 100% 

8 메뉴 선택 

 

80% 100% 

9 메뉴 활성화 

 

80% 40% 

 

 

 
 

그림 15. 기능  – 제스처 연관성 종합 분석 결과 

 

5-2.  기능 - 제스처 감성적 만족도 

조형 기능별 매핑되는 제스처 선호도 파악을 위해 7 점 

척도 진행 및 피험자들의 의견을 기록하였다. 

 

 

 

그림 16. 감성적 만족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제스처 - 기능 응답률과 비슷하게 오브젝트 

선택, 확대/축소, 회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터치 기반 디바이스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스처이기에 쉽게 인지하고 감정적 만족도 높은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잡아당기기, 밀어 넣기 제스처는 

평소에 무엇인가를 집는 제스처와 동일하여 손으로 

잡아당기기거나 밀어 넣어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행위가 직관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밀어 넣기 

제스처의 경우, 행위 자체는 직관적이나 어느 정도 

오브젝트를 밀어 넣었는지 피드백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연구 과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작용한다.  

 

6. 결론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15 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 개발 기술 사업”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1.Kim.H., Interacting with Touchless Gestures: 

Taxonomy and Requirements,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 2012  

2.Weichl, C., Lau, M., Kim, D., Villar, N., 

Gellersen, H., MixFab: A Mixed-Reality 

Environment for Personal Fabrication, CHI, 

2014  

3.Liang, H.N., Williams, C., Semegen, M., 

Stuerzlinger, W., Irani, P., User-defined 

Surface+Motion Gestures for  3D   

Manipulation of Objects at a Distance through 

a Mobile Device, APCHI, 2012  

4. 구지향, 신동희. 사용자 관점에서 살펴 본 테스크에 

대한 대표 핸드제스처 도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28 No.1, 2015 

5. 김현정. 제스처 인터랙션 사례 분석을 통한 하향식 

제스처 디자인 방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2, 2014 

6. 이상미. 채정이. 조광수, 제스처 인터렉션 디자인 - 

정지 및 운동 상황용 제스처 UI 어휘 개발과 직관성 

평가, 한국정보통신학회지, Vol.29 No.7, 2012 

7. 전지선, 이준, 김지인, 김형석, 3차원 콘텐츠 항해 

및 조작을 위한 3차원 제스쳐 기반 인터랙션, HCI 

학회, 2013 

8. 우운택, 홍동표, 제스처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동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008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08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시선추적 기술과 SVM 분류기를 이용한  

개인화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 
Personalized Control System using Eye Tracking and SVM Classifier 

유상봉 

Sangbong Yoo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 

usangbong@sju.ac.kr  

연한별 

Hanbyul Yeon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 

hbyeon109@sju.ac.kr  

정성민 

Seongmin Jeong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 

jsm@sju.ac.kr  

장 윤* 

Yun Jang*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 

jangy@sejong.ac.kr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시선추적기술을 응용하여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방법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개인 

시선추적 데이터의 패턴을 분류하여 기계학습 하며 

새로운 패턴이 입력된 경우 SVM 분류기를 통해 학습된 

패턴에 매칭한 뒤 인터페이스 제어에 활용한다.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시스템은 명령어 제어를 

자연스럽게 수행 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으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응용 및 적용에의 기초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personalized 

interface control based on eye-gaze tracking 

data. In order to extract eye-gaze tracking data 

patterns, we collect the personalized training 

data from SVM algorithm and machine learning. 

The main contribution in this paper is to build a 

natural personalized interface system and to 

apply it to various application domains.   

주제어 

시선추적, 기계학습, SVM, 인터페이스 제어 

서론 

시선추적 기술은 웨어러블 장비(Wearable Device)와 

전문 시선추적용 장비의 대중화로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친숙한 기술이 되었다. 특히 전문 

시선추적용 장비는 웨어러블 장비에 비해서 낮은 

비용으로 초기 시선추적 기술 연구를 위해 직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 

가능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장비는 대중화 되었지만 

시선추적 기술은 데이터 수집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쉽게 볼 수 있지는 않다. 

시선추적 기술은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 마우스를 

움직이는 사용자의 행위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이다. 

시선추적 기술은 사람의 시선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람의 시선은 안구운동을 

동반하며 이는 사람의 개성과 같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여러 사용자의 시선추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에 적용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특정 명령어에 

해당하는 패턴을 인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사용성과 만족도를 완전히 

고려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각 사용자의 시선추적 

정보를 개인화 시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사용, 기억, 난이도라는 사용성에 중요한 

요소들을 만족 시킬 수 있다. 사용성 평가에 대한 

지표로는 사용자가 많고 다방면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웹 사용성 지표를 활용 할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은 시선을 검출·추적하는 부분, 추출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 그리고 인터페이스 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선 인식 및 학습은 추출된 

스트림 데이터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SVM(Sup-

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였다. 

관련연구 

시선추적 기술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시선추적 기술을 적용한 연구들은 본 논문의 취지에 

맞는 좋은 선례가 된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시선추적 기술을 인터페이스 제어에 적용한 

연구[1, 2]는 마우스나 키보드 대신 시선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눈만으로도 컴퓨터를 조작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사용성의 만족도를 위한 연구라기 보다는 손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제어에 목적을 

둔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손으로 조작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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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다. 하지만 눈만으로 마우스나 키보드 제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와 편의도 

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컴퓨터 외의 다른 요소에 시선추적 기술을 적용시킨 

연구로는 IPTV 를 시선으로 제어하거나[3], 조작이 

복잡하고 많이 필요한 게임에도 적용 되기도 한다[4]. 

특히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전문 시선추적 장비[5]는 게임 

분야에의 적용을 좀 더 손쉽게 만들어 주었다. 시선추적 

데이터는 실시간 혹은 DB 상에 시선의 움직임을 

시선추적 장치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시선추적 데이터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안구운동을 통해 안질환의 유무를 확인할 때에도 성별, 

나이, 안질환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특히 

상하운동에서의 차이를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개별의 

차이를 고려한다[6]. 이는 사람 마다 각기 다른 시선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시선 패턴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자동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의 

기초 연구로써 다양한 도메인으로의 확장 및 응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시선처리의 목적 분류 

시선의 목적 분류 

시선추적 데이터는 정보를 응시할 때의 응시점, 자극점, 

응시시간, 시선의 흐름과 어떠한 방법을 수행할 때의 

안구단속운동 및 시선분포 정보 등을 포함 한다[7]. 

시선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scan-path 로 시각화하여 

관심지역(AOI, Aera of Interest)을 분석 한다. 시선의 

흐름은 시선처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시선추적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기법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선추적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선의 목적을 웹 사용 목적에 비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8].  

•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 : 글, 이미지 혹은 정보를 

일정시간 이상 응시하거나 안구단속운동의 간격이 

짧고 시선분포가 밀집되어 있다. <그림 1>의 (a)영역 

•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 시스템 제어를 위해 

클릭하기 위한 곳을 찾으며 안구단속운동의 간격이 

길고 도약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림 1>의 (b)영역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방법  

시선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키보드 또는 

마우스의 조작 없이 인터페이스를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다[1, 2, 9]. 그러나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명령어를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입력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용자는 특정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해당하는 명령어에 대한 숙지가 필요 

하다. 또한 각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제어를 위한 안구 

운동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시선추적 

데이터의 패턴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특정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인위적인 시선의 움직임을 수행할 필요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10]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연구로 기초적인 명령어에 적용해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응용 및 적용에의 기초 연구로써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종료 제어 : 사용자는 창을 종료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료버튼을 클릭한다. 사용자의 시선은 

마우스 클릭의 목적지인 오른쪽 상단의 

종료버튼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시선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시선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종료시키고자 하는 창이 자연스럽게 종료 할 수 

있도록 한다. 

• 스크롤 제어 : 사용자는 글 혹은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천천히 읽어나간다. 사용자의 시선은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좌에서 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정보의 

끝에 다다르면 다시 좌측 아래의 정보를 이어 보거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우측의 스크롤바 

혹은 우측 하단의 스크롤버튼을 누르게 된다. 

연속적인 좌우 움직임 혹은 클릭을 위해 바라보게 

되는 행위의 시선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스크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전화면 이동 제어 : 사용자는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전버튼을 

클릭한다. 사용자의 시선은 마우스 클릭의 목적지인 

왼쪽 상단의 이전버튼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시선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시선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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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사용자는 어떠한 정보를 자세히 보기 위해 

일정시간 같은 위치를 바라보거나 주위를 

바라본다. 시선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시선이 

이동하지 않고 한 지점에 머무르는 패턴을 

파악하여 해당 지점을 줌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4가지의 인터페이스 

제어(종료, 스크롤, 이전화면 이동,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한 

명령어를 사용자가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용하던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제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선이동 패턴과 

인터페이스 제어 명령어간의 매칭을 수행한다. 

특정제어 명령어가 수행되면(키보드나 마우스 휠의 

사용을 제한, 마우스 좌 클릭으로 만 입력) 수행 

이전에 발생한 시선이동 패턴을 추출 한다. 시선이동 

패턴과 인터페이스 제어 명령어를 각각의 feature로 

설정한다. 시선이 이동한 좌표 값을 추출한 다음 

2차원 행렬로 변환하여 시선이 이동한 좌표값을 1,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여 binary 형태의 패턴으로 

추출한 뒤,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개인에 

특성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패턴을 학습한다. 

시스템 

<그림 2>는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의 구조도 이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진다. 

• (a) : 시선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수집한다. 

• (b) : 수집된 데이터에서 특징 벡터를 생성한 다음 

제어 명령어에 따라 분류한다. 

•  (c) : 추출된 feature 는 학습과정을 거쳐 학습 

DB 에 저장된다. 

• (d) : 시스템은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다. 

그림 2 시선추적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적용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 

제어방법 시선 이동 방향 

종료 

창을 종료하기 위해 사용자는 

종료버튼이 있는 오른쪽 상단으로 

시선을 이동함 

스크롤 (1)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시선이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함 

스크롤 (2) 
스크롤버튼을 누르기 위해 시선이 우측 

하단 혹은 우측으로 이동함  

이전화면 

이동 

종료버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이전화면 버튼이 있는 왼쪽 상단으로 

시선을 이동함 

확대 
한 정보를 응시하기 위해 시선이 한 곳에 

머무름 

표 1 인터페이스 제어 방법에 따른 시선 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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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분류기에서 기존에 학습된 클래스 중 가장 

유사한 클래스로 분류하여 해당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보낸다.  

•  (g) : 시스템은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뒤 

해당 명령어를 수행한다.  

•  (h) : 시스템은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뒤 

해당 명령어를 수행한다.  

시스템의 학습과정에서 시선 패턴은 동일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응시점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이 매우 크며, 이러한 

특성은 학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분류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VM 이용했다. 그리고 이에 적용시키고 

학습하기 위해 모든 시선 패턴을 feature 로 추출한 

뒤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으로는 Crossover 

2560x1600 해상도의 30인치 모니터, 시선추적을 

위해 Tobii EyeX 장비를 사용했다. 사용자의 

실험환경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 조명 

아래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고, 사용자에게 같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용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선의 이동을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모든 인터페이스 제어를 

마우스를 통해 수행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명령어 

입력의 시작과 끝에는 확실한 구분을 하기 위해 

키보드제어를 사용했다.  

실험 및 결과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4 가지 명령어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의 예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스트림 

형태의 x, y 모니터 좌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명령어에 따른 데이터의 특징은 모두 다르다. 종료, 

이전화면 이동 명령어는 대각선 형태의 분포를 살펴 

볼 수 있으며, 확대 명령어는 특정한 지점을 주변으로 

원형 모양의 분포를 살펴 볼 수 있다. 스크롤은 특정한 

Y 축 라인에서 오른쪽 아래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명령어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패턴화하여 개인에 특성화된 

인터페이스 제어를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실험에서 기계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들의 

명령어를 모니터상 x, y 좌표로 수집하였다. 각 

명령어는 40 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했다. 

기계학습에서는 SVM 분류기를 활용하였으며 적은 

데이터의 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류기 성능 측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10 fold cross 

제어방법 데이터 예시 

종료 

 

스크롤 

 

이전화면 

이동 

 

확대 

 

표 2 시선추적 데이터 패턴 예시 

표 3실험 결과(P, R, F는 순서대로 Precision, Recall, 

F-Measure를 의미) 

명령어 TP FP P R F 

종료 0.95 0.017 0.95 0.95 0.95 

이전 0.925 0 1 0.925 0.961 

스크롤 0.925 0 1 0.925 0.961 

확대 1 0.05 0.87 1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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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의 TP(True Positive), FP(False Po-

sitive), Precision, Recall, F-Measure 는 주로 

정보검색 분야에서 검색 효율을 측정하는 척도로,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또는 

분류기의 성능 평가 지표로 널리 이용된다. TP 는 

Ture 로 예측한 것이 실제로 True 인 것을 의미하고, 

FP 는 실제로 False 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TN(True Negative)과 FN(False Negative)이 

있는데, TN 은 True 가 아니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로 

아닌 경우를 말하며, FN 은 정답이 아니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로 True 인 경우를 의미한다. 

Precision(정확률)은 도출된 결과 중 적합한 결과의 

비율을 뜻하며 Precision = TP/(TP+FP) 로 계산할 

수 있다. Recall(재현율)은 전체 정답 개수 중, 결과로 

도출된 정답 개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찾아야 할 것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찾았는지를 의미하며 

Recall=TP/(TP+FN)으로 계산할 수 있다. 결과의 

수가 많을수록 정합정보가 많이 나타나므로 Recall 이 

증가하는 반면, 결과의 수에서 부적합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므로 Precision 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Precision 과 Recall 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어 

이들의 비율을 조합한 새로운 성능 지표 중 하나이며, 

가중치를 가진 조화 평균(F-Measure)을 이용한다. 

 <표 4>는 사용자 개개인의 시선추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한 결과와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한 결과를 비교한 자료이다. 

사용자 1~8 의 결과는 자신의 시선추적 데이터를 

각각 시스템에 적용한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의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1~8 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로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의 결과이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용자 1~8 의 정확률(인식률)은 

대부분 0.95 이상의 결과 값을 보인다. 반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확률(인식률)은 0.842 로 

비교적 낮은 결과값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유는 <표 5>로 확인 가능하다. <표 5>에서는 

사용자 1 과 사용자 2 의 시선추적 패턴을 비교한 

것으로 제어방법 별로 경향은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패턴이 다름을 보여준다.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한 시스템 보다 사용자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한 시스템의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이전화면이동 제어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패턴의 

차이가 보인다. <표 6>은 앞의 결과에 대한 세부 

기계학습 결과 자료로 사용자 1~8 각각 본인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결과와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이용한 결과이다. 종료, 이전, 

줌의 제어 명령어에서는 패턴의 경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결과값을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 

마다 가장 개성적인 패턴이 나오는 스크롤에서는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한 기계학습 결과가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 별로 고유의 패턴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및 향후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에 참가한 사용자들은 특정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입력을 수행해야 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본 시스템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시스템의 경우 

표 4 사용자에 따른 정확률(인식률) 비교 

사용자 명령어에 따른 정확률(인식율)  

종료 이전 스크롤 확대 결과 

사용자 1 0.95 1 1 0.87 0.95 

사용자 2 1 1 0.787 0.833 0.9 

사용자 3 0.935 0.685 0.967 0.889 0.843 

사용자 4 1 1 1 0.93 0.981 

사용자 5 1 1 0.973 0.848 0.95 

사용자 6 0.952 0.974 1 1 0.981 

사용자 7 0.974 1 1 0.87 0.956 

사용자 8 1 1 0.897 0.877 0.931 

모든 사용자 0.867 0.996 0.856 0.9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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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의 시작과 끝에 키보드 제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연스러운 시선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 같아 좀 더 

편리하다.”; “특정 신호를 수행하면 자주 생기는 

오차에 대한 문제가 더 적게 생겨서 만족한다.”; 

“특정 눈 움직임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다.” 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기존에 

사용하던 UI 가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동안 

불편할 것 같다.” 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시작과 끝을 

잡아줘야 유용할 것 같다.” 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선추적 기술을 응용하여 개인 

사용자의 시선처리 패턴을 학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시스템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은 다중의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보다 더 높은 정확률 

(인식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의 연구 의의 및 다양한 도메인으로의 

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계학습을 수행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제어방법을 적용하여 

실험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개인의 패턴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패턴에 대해 연구하여 

개인화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키보드나 마우스의 

사용을 일부 제한하지 않고서도 시선추적을 이용한 

개인화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을 위화감 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론 및 명령어 입력 시 입력 

데이터의 시작과 끝의 구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2015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NRF-2013R1A1A1011170)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15(H1822-14-1003), 엔터테이먼트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사업] 

참고 문헌 

1. Marcela Fejtová, Luis Figueiredo, Petr 

Novák, Olga Štěpánková, Ana Gomes, 

Hands-free interaction with a computer and 

other technologie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vol.8, no.4, pp 277-

295, November 2009. 

2.  Tomasz Kocejko, Adam Bujnowski, and 

Jerzy Wtorek, Eye Mouse for Disabled, 

Human System Interactions, 199 – 202, 25-

27 May 2008. 

3.  Hyeon Chang Lee, Duc Thien Luong, Chul 

Woo Cho, Eui Chul lee, and Kang Ryoung 

Park, Gaze Tracking System at a Distance 

for Controlling IPTV, Consumer Electronics, 

IEEE Transactions on (Volume:56, Issue: 4), 

2577 – 2583, November 2010. 

4.  Eduardo Velloso, Amy Fleming, Jason 

Alexander, Hans Gellersen, Gaze-Supported 

Gaming: MAGIC Techniques for First Person 

Shooters, CHI PLAY `15 Proceedings of the 

2015 Annual Symposium on Computer-

Human Interaction in Play, Pages 343-347, 

2015. 

5.  Tobii EyeX - experience eye tracking in 

consumer devices. 

http://www.tobii.com/xperience. 

6. 김지수, 안구 운동의 생리, 대한임상신경 

생리학회지 제 1권 제 2호(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Neurophysiology 

Vol. 1, NO. 2), 173-181, 1999 

7. T.Blascheck, K.Kurzhals, M.Raschke, 

M.Burch, D.Weiskopf and T.Etrl, State-of-

the-Art of Visualization for Eye Tracking 

Data, Eurographics Conference on 

Visualization (EuroVis), 2014. 

8. Andrei Broder IBM Research, A taxonomy 

of web search, ACM SIGIR Forum, Volume 

36 Issue 2, Fall 2002, Page 3 – 10. 

9. Kerry Rodden, Xin Fu, Anne Aula, Ian Spiro, 

Eye-Mouse Coordination Patterns on Web 

Search Results Pages, CHI2008, April 5-10, 

2008. 

10. 유상봉, 연한별, 장윤, 시선추적기술과 

기계학습을 통한 효율적인 개인화 인터페이스 

제어, 한국 HCI학회 2015 학술대회, 2014. 12, 

135-137.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14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표 5 인터페이스 제어방법에 따른 시선추적 패턴 비교 

제어방법 사용자 1 사용자 2 

종료 

  

스크롤 

  

이전화면이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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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용자에 따른 각 명령어 기계학습 결과 비교 

명령어 TP FP Precision Recall F-Measure 

종료 

사용자 1 0.95 0.017 0.95 0.95 0.95 

사용자 2 1 0 1 1 1 

사용자 3 0.725 0.017 0.935 0.725 0.817 

사용자 4 0.976 0 1 0.976 0.988 

사용자 5 0.925 0 1 0.925 0.961 

사용자 6 1 0.017 0.952 1 0.976 

사용자 7 0.925 0.008 0.974 0.925 0.949 

사용자 8 0.9 0 1 0.9 0.947 

모든 사용자 0.853 0.044 0.867 0.853 0.86 

이전 

사용자 1 0.925 0 1 0.925 0.961 

사용자 2 0.925 0 1 0.925 0.961 

사용자 3 0.925 0.142 0.685 0.925 0.787 

사용자 4 0.975 0 1 0.975 0.987 

사용자 5 1 0 1 1 1 

사용자 6 0.95 0.008 0.974 0.95 0.962 

사용자 7 0.925 0 1 0.925 0.987 

사용자 8 1 0 1 1 1 

모든 사용자 0.856 0.001 0.996 0.856 0.921 

스크롤 

사용자 1 0.925 0 1 0.925 0.961 

사용자 2 0.75 0.05 0.833 0.787 0.925 

사용자 3 0.725 0.008 0.967 0.725 0.829 

사용자 4 0.975 0 1 0.975 0.987 

사용자 5 0.9 0.008 0.973 0.9 0.935 

사용자 6 1 0 1 1 1 

사용자 7 0.975 0 1 0.975 0.987 

사용자 8 0.875 0.033 0.897 0.875 0.886 

모든 사용자 0.672 0.019 0.923 0.672 0.778 

확대 

사용자 1 1 0.05 0.87 1 0.93 

사용자 2 0.75 0.05 0.833 0.75 0.789 

사용자 3 1 0.042 0.889 1 0.941 

사용자 4 1 0.025 0.93 1 0.964 

사용자 5 0.9795 0.058 0.848 0.975 0.907 

사용자 6 0.975 0 1 0.975 0.987 

사용자 7 1 0.05 0.87 1 0.93 

사용자 8 0.95 0.058 0.844 0.95 0.894 

모든 사용자 0.991 0.146 0.694 0.99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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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해 운전자의 시선 영역을 구분 하고 

동시에 머리 포즈를 추정하는 연구이다. 실험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자(남자, 여자, 안경유무, 운전 

경력 등)DB 를 제작하였으며, MOSSE Tracker 를 

이용해 얼굴을 추적하였다. 이후 추적된 얼굴 영역에 

대한 시선 영역을 CNN 으로 구분하였으며 95%이상의 

정확도를 얻었다. 추가적으로 CNN 을 이용한 머리 

포즈 분류로 Mean Absolute Error 를 5 이하를 

얻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categorization of Driver’s 
gaze zone and his head pose estimation usi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s. We 

created a driving database including male, 

female, glasses and drive career. We divided the 

gaze zone about face region using CNN and we 

got a result of more than 95%. Also, we divided 

a head-pose estimation using CNN and we got a 

result of less than 5 MAE. 

주제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river’s Gaze 

Zone, Driver’s Head Pose estimation, Deep 

learning 

INTRODUCTION 

  세계 보건복지부(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는 전 세계 사망원인 중 8 위를 

차지하고 매년 약 130 만명 이상이 사망 한다[1].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질환과 암을 제외한 원인 중 

유일하게 외부에 의한 사망원인으로 분류된다.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 년에는 사망원인  

5 위와 매년 190 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졸음, 과속 

이 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와 졸음이 위험한 

이유는 2 차 사고를 동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운전자 부주의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연구가 진행 중 이며 운전자의 시선과 

머리포즈 추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선과 머리포즈는 운전자 상태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가장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선 검출은 2011 년 

머리포즈 추정을 이용한 시선 영역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3].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평가를 위해 

적외선(infra-red)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 DB 를 

제작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머리포즈 변화로 얼굴 

검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Adaptive Template 

Matching 방법을 이용해 얼굴 검출 문제를 해결했다, 

[3]에서 사용한 시선 영역은 총 18 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추정된 머리포즈의 Yaw 와 Pitch 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성능평가를 통해 Strictly Correct 

Estimation Rate(SCER)로 47%의 평균 검출 성능과 

Loosely Correct Estimation Rate (LCER)로 86%의 

검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머리 

포즈만으로 시선영역을 추정하기 때문에 머리포즈를 

이동하지 않고 발생하는 시선변화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의 

Trivedi 팀은 2014 년 unknown 과 blink 를 포함하는 

10 개의 시선 영역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4]. 

성능 평가를 위해 멀티 카메라로 운전자를 촬영한 

DB 를 사용하였으며, Constrained Local Model 

(CLM)을 사용해 운전자 얼굴 특징을 추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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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체 제작 DB 에서 사용한 시선영역과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명변화. A: 우리가 사용한 시선영역, B: bright 

illumination, C: dim illumination 

이후 POSIT 알고리즘으로 머리포즈를 추정하고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HoG) Descriptor 

로 눈 주변 영역을 분석해 홍채의 이동방향을 검출했다. 

이후 머리포즈만 이용한 시선영역 분류와 홍채 추적을 

통합한 시선영역 분류를 진행해 약 20% 증가한 93% 의 

검출 성능을 보였다. 이후 위의 방법 중 CLM 을 멀티 

카메라 마다 적용해 현재보다 넓은 범위의 머리포즈를 

추정하였다[5]. 하지만 2 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차량에 적용이 어려우며 시선영역 분류 시 홍채에 

발생 하는 조명변화 머리포즈 변화로 인한 폐색이 

문제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단일 CCD 카메라로 촬영된 

운전자 DB 를 제작하고 CNN 을 이용해 운전자의 

시선영역과 머리포즈를 분류 하였으며, 이를 윈도우 

시스템을 제작해 실시간 처리를 진행하였다.  

DRIVER’S DATA BASE 

운전자 관련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DB 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 DB 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원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외부공개가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실험을 위한 데이터를 직접 

촬영하고 있으며 우리도 실험을 위해 DB 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DB 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1 대의 일반 

CCD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시선영역 검출을 위해 

먼저 운전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시선을 분석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림 1 [A]는 우리가 구분한 

시선영역을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 표시된 8 개 

시선영역과 blink 까지 총 9 개의 시선영역을 

사용하였다. Blink 를 시선영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람은 약 1 분당 5 회의 blink 가 발생하는데 검출을 

못한다면 성능평가에 누락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운전을 하는 동안 운전자의 얼굴에 

조명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터널과 해를 향해 운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림 1[B]는 해를 바라보며 운전을 

진행해 운전자가 위치한 공간이 전체적으로 밝은 것을 

볼 수 있고, 1[C]는 해를 등지고 운전하는 상황으로 

운전석 공간이 매우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명변화는 실제 운전자에게 시간과 운전 방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B 에 포함되었으며, 

영상처리를 이용한 대부분의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했다.  

운전자의 경우 운전에 많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부터 

초보운전까지 포함했다.  이와 같은 운전자 분배는 

시선변화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 머리포즈의 변화가 gaze 를 따라 많이 

변화하는 반면 초보운전자에게는 머리포즈의 변화가 

적고 gaze 만 이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FACE TRACKING 

정확한 얼굴 검출 및 추적은 얼굴을 이용한 

관련연구에서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운전자와 같이 머리포즈와 조명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얼굴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Haar feature 를 

이용한 얼굴 검출(Adaboost) 기술은 사용이 어렵다. 

이를 위해 우리는 Bolme 등이 제안한 Minimizing the 

Output Sum of Squared Error(MOSSE) tracker 를 

이용했다[6]. MOSSE 는 현재까지 나온 Tacker 중 

rotation, scale, occlusion 과 조명변화에 강인한 

model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MOSSE tracker 의 

기본은 Fourier domain 상에서 correlation 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MOSSE 는 앞서 설명한 Adaptive 

Template Matching 은 현재 검출된 영역으로 추적을 

위한 template 또는 filter 를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로 추적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적 

성능은 좋지만 빠르게 이동하거나 폐색 상황에서 drift 

또는 convergence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MOSSE 만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얼굴 검출 과 face tracking 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얼굴 검출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MOSSE filter 를 생성하고 detection 이 

실패할 경우 기존에 생성해둔 MOSSE filter 로 

추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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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frame 간격에서 얼굴 검출 및 추적 성능비교. A : 

Head rotation 으로 인해 detection 실패, B : 정면으로 

Detection 성공과 only tracking 경우 drift 발생 시작, C : 

A 와 같이 detection 실패와 심한 only tracking 의 심한 

drift 발생 

즉 얼굴 검출은 MOSSE tracker 의 초기 template 와 

복원을 도와주고 MOSSE tracker 는 얼굴 검출이 

실패할 경우 tracking 으로 얼굴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그림 2 는 얼굴 검출만 사용할 경우와 

MOSSE tracker 만 사용할 경우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의 얼굴 추적 결과이다. 이미지의 [A],[B]와 [C]는 

7frame 의 간격으로 0.5 간의 빠른 속도로 머리포즈가 

변경된 상황을 예시로 보여준다. [A]는 MOSSE 

tracker 를 사용한 빨강과 녹색 사각형만이 얼굴을 

추적하고 있지만 [B]에서는 얼굴이 정면을 향하기 

때문에 얼굴 검출이 성공했고 이 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빨강색 사각형의 MOSSE filter 를 새로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C]에서 머리포즈변화로 얼굴 

검출은 실패했지만 이전에 새로 생성한 빨강색 

사각형의 MOSSE tracker 만 추적에 성공하였다. 

노랑색 사각형의 MOSSE tracker 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얼굴속도에 Drift 가 발생하다가 

convergence 되어서 얼굴 추적에 실패했다. 

CATEGORIZATION OF GAZE ZONE & 
HEAD POSE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Convolution filter 를 사용해 특징을 추출하고 이후 

fully connected network 에서 Back Propagation 

NN 같은 분류기를 사용해 분류하는 deep learning 의 

일종이다. 또한 CNN 을 크게 특징을 추출하고 

누적하는 부분을 unsupervised learning 으로 나누고 

뒤의 분류기 부분을 supervised learning 이라고 한다. 

이유는 앞의 특징 추출과 누적에 사용하는 

convolution filter 를 random 으로 생성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CNN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CNN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Theano, Caffe 와 

Facebook 의 Torch 가 있다. 각각 다른 성능과 목표로 

만들어진 library 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또한 다르다. 

Theano 는 python, caffe 는 c++의 기반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windows 상 MFC 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C++를 사용하는 Caffe 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7]. 하지만 단일 

GPU 로는 Caffe 의 학습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시스템 개발의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에 우리는 

Nvidia 회사의 Deep Learning 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인 DIGITS 을 이용하여 학습에 

사용하였다[8]. 아래 표 1 는 우리가 사용한 DIGHTS 

과 실험에 사용한 PC 의 사양을 비교했다. 

표 1. 학습과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사양 비교 

 학습 하드웨어 실험 하드웨어 

OS Ubuntu Windows 

CPU i7-5930 i7-3770 

GPU Nvidia Titan x 4 Nvidia GTX 980 

RAM DDR4 8GB x 8 DDR3 8GB x 4 

 

위와 같은 라이브러리와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제작된 

DB 에서 시선영역을 구성하였다. 운전자 시선영역 이란 

운전석에서 시선이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눈 깜빡임을 포함하고 안경의 착용 

유무를 따라 총 18 개의 시선영역을 구성하였다. 기존 

시선영역분류는 기본적을 머리포즈의 이동에 따라 

분류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iris 의 

이동방향과 크기를 기준으로 시선영역을 구성했다 이는 

머리포즈의 변화가 없이 발생하는 시선영역이동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림 4 는 우리가 구성한 

시선영역의 예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조석 

정면(4 번 시선영역)의 예시 영상처럼 머리포즈의 변화 

없이 발생하는 시선영역변화를 분류에 사용하였다.  

CNN 에서 다음 중요 요소는 network 구조이다. 

우리는 Hinton 교수 연구실의 AlexNet 을 기반으로 

network 을 구성하였다[9]. AlexNet 는 5 개의 

convolution layer 과 3 개의 hidden layer 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많은 category 를 

판단하기 위한 network 로 18 개의 시선영역만 

검출하기 위한 network 로는 크고 무거웠다.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림 

3 는 우리가 사용한 CNN 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 본 논문에서 사용한 CN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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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가 사용한 시선영역 예시. (1,10) : 눈 깜빡임, (2,11) : 운전자 정면, (3,12) : 후방미러, (4,13) : 보조석 정면, 

(5,14) : 왼쪽 사이드미러, (6,15) : 조향 장치. (7, 16) : 오디오 시스템, (8, 17) : 기어 박스, (9, 18) : 오른쪽 사이드미러  

우리가 제작한 DB 는 고성능의 Gyro sensor 로 

운전자의 머리포즈의 ground truth value 를 

저장하였다. 우리는 측정된 머리포즈 값을 이용해 

시선영역 분류의 CNN 와 같은 구조의 network 을 

사용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머리포즈중 가장 큰 범위를 가지는 것은 Y 축 회전인 

yaw 이다. 최대 양측 180° 이상 회전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운전자에게 측정한 머리포즈를 1° 단위로 

분류하여 머리포즈를 Yaw, Pitch, Roll 따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Caffe 의 

label 은 0 이상의 양수로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한 머리포즈에 180 을 더한 값을 label 로 

사용하였다.  

이후 미리 구성해둔 65,000 장의 영상으로 CNN 을 

학습했다. 표 2 는 우리가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Training. Validation 과 Test 의 비율과 데이터의 

수롤 보여준다. CNN 과 같은 learning 알고리즘의 

경우 학습데이터의 수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Deep learning 의 경우 학습 데이터의 수가 

너무 많으면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그렇다고 적게 정하면 network 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에 우리는 적정 비율로 나누어 학습과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학습에 사용한 Epoch 은 시선영역과 

yaw 의 경우는 10,000 번을 사용하였으며, pitch 와 

roll 은 5,000 번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시선영역과 

yaw 의 경우 분류되어야 하는 category 가 많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해야 높은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표 2. CNN 을 이용한 training, validation, test 의 

비율과 데이터의 수(단위:100) 

 Training Validation Test 

Data 45.5 (70%) 9.8 (15%) 9.8 (15%) 

RESULT 

본 섹션에서는 미리 학습해 둔 시선영역 모델과 

머리포즈의 성능을 비교하고 이를 이용한 실시간 

시스템 환경을 설명한다. 먼저 시선영역의 평가에는 

learning 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confusion matrix 를 사용해 성능을 평가했다. 그림 

5 는 시선영역의 분류 결과를 confusion matrix 로 

표현한 것 이다. 가장 낮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은 

blink 로 시선영역 구성 할 때 완벽히 감은 영상을 눈 

깜빡임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간 정도 

감은 영상에서도 깜빡임으로 잘못된 분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94% 이상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  

다 음 으 로  머 리 포 즈  분 류 에  대 한  결 과 이 다 . 

머리포즈결과를 confusion matrix 로 나타내기에는 

category 가 많아 머리포즈추정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Mean Absolute Error(MAE)를 사용해  

 

그림 5. 시선영역분류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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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험 결과. 시선영역 cnn 결과 display 부분(좌측상단), 운전자 입력영상 display 부분 

(우측상단), 입력 운전자의 시선영역 display 부분(중간), 머리포즈 graph(하단)

평가에 사용했다. 아래 수식 1 은 평가에 사용한 MAE 

방법을 보여준다.  

MAE =  
1
𝑁𝑁��𝜃𝜃𝑖𝑖 − 𝜃𝜃𝚤𝚤� �

𝑁𝑁

𝑖𝑖=𝑖𝑖

 (1) 

 위의 수식에서 𝜃𝜃𝑖𝑖는 CNN 을 통해 분류된 머리포즈고 

𝜃𝜃𝚤𝚤�는 gyro sensor 를 통해 특정된 머리포즈 이다. 이 

MAE 를 통해 평가된 머리포즈는 표 3 에서 볼 수 있다. 

표에서 Yaw 의 MAE 결과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운전자 DB 에서 발생하는 extreme 한 

머리포즈에서 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3. CNN 을 이용한 운전자 머리포즈 분류 MAE(Mean 

Average Error)결과 (단위 : Degree) 

 Yaw Pitch Roll 

MAE 4.707 2.009 1.894 

 

 위의 결과와 Caffe 라이브러리를 Windows 로 

변환하여 MFC 에 포함하였다. 그림 6. 은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험 결과이다. MFC 를 활용해 

시스템으로 제작했으며 약 50 f/s 의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인다.  

CONCLUSION 

우리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이용한 

운전자의 시선영역과 머리포즈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실험을 위해 운전자 DB 를 자체 제작 

하였으며 운전자의 환경에 맞춘 얼굴 추적 시스템을 

구성했다. 이후 얼굴추적 결과를 이용해 CNN 을 

학습과 실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운전자 시선영역 분류는 안경의 유무에 상관없이 

평균 94%이상의 분류 성능을 얻었다 그리고 CNN 을 

이용한 머리포즈 분류해 MAE 5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  

향후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머리포즈에도 

적용 가능하며 운전자의 성별, 나이 등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3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 및 미래창조 

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해외 ICT 전문 

인력활용 촉진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된 것임 (NRF-

2013R1A1A2006969/IITP-2015-R0134-15-032). 

 

참고 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time for action. 

report. (2009) 

2.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015). Traffic Safety Facts 

Research Note : Distracted Driving 2013.  

3. Lee, S. J., Jo, J., Jung, H. G., Park, K. R., & 

Kim, J. Real-time gaze estimator based on 

driver's head orientation for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Intelligent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21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Transportation Systems, 12(1), (2011). 254-

267. 

4. Tawari, A., Chen, K. H., & Trivedi, M. M. 

Where is the driver looking: Analysis of 

head, eye and iris for robust 시선영역 

estimation. I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2014. 988-994. 

5. Murphy-Chutorian, E., & Trivedi, M. M. 

(2010). 머리포즈 estimation and augmented 

reality tracking: An integrated system and 

evaluation for monitoring driver awarenes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11(2), 300-311. 

6. Bolme, D. S., Beveridge, J. R., Draper, B., & 

Lui, Y. M. Visual object tracking using 

adaptive correlation filters. I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0. 

2544-2550. 

7. Jia, Y., Shelhamer, E., Donahue, J., Karayev, 

S., Long, J., Girshick, R., ... & Darrell, T. 

Caffe: Convolutional architecture for fast 

feature embedding. the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2014. 675-678. 

ACM 

8. https://developer.nvidia.com/digits 

9. Krizhevsky, A., Sutskever, I., & Hinton, G. E.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2. 1097-1105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22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UI/UX 분야 감리방안 연구 
Research of UI/UX Audit Method in Nationwide Information System 

안 진 호 

Jinho Ahn 
엔에프카운실㈜ 

NF Council  

anjinho@nfcouncil.co.kr   

김 소 연 

Soyoun Kim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Yonsei University  

saucy119@naver.com 

   

 

요약문 

본 연구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에 있어서 UI/UX 분야의 감리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반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단순한 기능의 

제공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UI/UX 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 감리 진행과정과 

방법은 기능의 구현, 즉 기술성을 중심으로 하는 

감리방향으로만 치중되어 있고, UI/UX 에 대한 

개념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이 부재한 것인 현실이다.  

이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먼저 

대국민 정보시스템에서 UI/UX 분야에 대한 감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감리사 자격 

시험에 UI/UX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UI/UX 전문인력이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감리절차 및 수행가이드 확립의 필요성 또한 

제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udit method in UI/UX filed for nationwide 

public information service. Evolving the 

paradigm of the overall industry into a service-

oriented,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that 

serves user-oriented services, not serving the 

simple function in the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Now the audit methods of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about user-centric services and 

needs for UI/UX audit method. But the real 

audit process and methods is focused only 

technical direction – implementation of the 

function - and   absented the concept about 

UI/UX professional knowledge and methods in 

real.  

The result of research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was the proposed of need for 

UI/UX audit legislation in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Secondly made the new 

procedure for verifying the expertise of UI/UX 

field in audit qualification test and need for 

method in audit procedure participating in the 

UI/UX expertise.  Finally suggested the need 

for expertize audit procedure and action guide.  

주제어 

UI/UX 감리, 정보시스템 UI/UX, 정보시스템 감리 

1. 서론  

1.1 연구 배경 

산업의 패러다임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부분의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고,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방향을 새로운 기능의 제공에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정부 3.0 의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었고, 민원서비스의 

품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서비스 방식은 

쓰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크다. 이러한 부분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에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제공과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지 않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2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UI/UX 

자문회의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문 및 

사전 컨설팅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관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에 감리를 

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8]. 따라서 UI/UX 의 

반영결과 또한 감리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하나 현재 감리의 방향은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기능의 구현 여부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특히 대국민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있어서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정보시스템의 감리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있어서 

감리 대상 기관 및 감리 수행회사와 프로젝트 

수행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UI/UX 

감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직 많은 사례를 모을 수 없는 UI/UX 에 

대한 대한 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의미한다[9]. 본 연구 진행 방식으로는 

먼저, 연구자는 연구 문제(UI/UX 감리)에 대하여 

현상학적 접근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였다[12]. 그리고 연구의 관심이 되는 UI/UX 

감리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현상을 확인하였고, 

관련된 광범위한 가정 및 자료들을 상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직접적인 UI/UX 감리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기반하여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완전히 기술하기 위하여 진행했던 주요 감리 

프로젝트(모바일표준 UI/UX 가이드, 대국민 

정보제공 웹서비스, 테블릿 PC 기반의 특화정보 

서비스) 발주담당자 및 피발주담당자, 그리고 

감리법인 담당자에게 개별 면접을 중심으로 문서와 

관찰 등의 방식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의미있는 진술, 의미있는 단위, 텍스트에 근거하여 

본질에 대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1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개념 

감리는 대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정보기술 

아키텍쳐구축(EA), 정보화 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개발(SD), 데이터베이스구축(DB), 시스템운영(OP), 

유지보수(MA) 등 모든 유형의 정보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감리 절차를 말한다. 

 감리의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 제 3 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6]. 

그림 1. 감리대상 사업예산 및 감리인 증가 

추이(한국전산원, 2006)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검증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감리는 작게는 단위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성,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국가 사회적으로는 

국가 정보화의 기반이 바르게 구축되어 운영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 분야다. 따라서 

감리의 품질 향상은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필요성은 최근 

감리대상 사업예산 및 감리인 증가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는 감리 발주기관 및 수행기관, 

즉 피감리인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 3 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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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보시스템 감리의 목표[3]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의 구성은 감리단계를 

기준으로 2 단계, 3 단계 감리를 진행하고, 수행 

형태별로 (정기)감리, 상주감리, 상시감리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감리수행은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보고서작성/제출, 사후관리의 

절차로 진행된다[1].  

2.2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특징과 역할  

감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3 가지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리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 및 

감리 수행계획을 제시한다. 둘째, 감리기술 적용계획 

및 핵심적 예상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2].  

감리의 역할을 정보시스템 분야의 향상 분야와 

대입해본 결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감리의 역할을 

아래의 표 1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1. 정보시스템 감리의 역할 

구분 역할 정의 

효과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있어 기획 

업무의 타당성 검토, 개발 공정의 적합성 

검토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증 

감리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효율성 

정보시스템 감리가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조직 가운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안, 권고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안전성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그 

하부 속성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무결성은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동시에 

정보시스템 감리가 보장하는 특징 

준거성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규정, 지침 및 표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준거성을 

확보해주는 것과 여타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경영자를 포함한 사용자와 

개발 및 운영자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함 

 

마지막으로 감리의 효과는 조직의 전략적 접근 및 

경쟁력강화, 정보시스템의 효과 증진, 효율적 방식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3. 대규모 정보시스템에서의 UI/UX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지향점이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능 제공에서 사용자에 최적화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면서, UI/UX 는 공공경영 

관점에서 혁신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금융권의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UI/UX 를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이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프로젝트 발주 기관에서도 감리에 

있어서 UI/UX 를 포함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UI/UX 분야가 감리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정도이며, 발주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의 UI/UX 에 대한 관련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UI/UX 의 정성적 가치 

기준의 특수성에 따라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정보시스템의 발주처와 수행사업자, 그리고 이를 

감리하는 감리회사에서 UI/UX 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화면 설계나 접근성의 개선 정도의 인식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UI/UX 의 차이와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적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은 

변화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평준화로 인해 혁신의 

노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국민, 즉 사용자 입장에서의 구축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UI/UX 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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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국민 정보시스템에서 UI 와 UX 의 구분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발주기관 및 구축 및 운영의 

수행기관에서는 UI/UX 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가 가지는 정성적 성향으로 

인하여, 여러 의미로 오용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히, 감리진행시에는 웹접근성과도 많은 혼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감리방향을 중심으로 

웹접근성과 UI/UX 에 대한 차이를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 2. 감리 방향에 따른 웹접근성과 UI/UX 비교  

구분 웹접근성 UI/UX 

개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일반적인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배려와 고려  

감리 

방향 

웹접근성 인증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인증 마크 

획득여부를 확인 

UI/UX 에 대한 

경험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직접적 감리 

시행 

 

정보시스템에서 UI/UX 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X 전문회사인 PXD 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정의, 

분석대상, 지향점,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UI 와 UX 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UI 라는 것은 정보시스템의 특정 버튼이나 

창의 배치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UX 는 그 특정 버튼을 누르면 어떤 

창이 뜰 거라는 예상을 하고, 실제 사용에서 불편한 

것이지, 어떤 아이콘 형태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지를 고민하는 측면이다. 

표 2. 정보시스템에서의 UI/UX 의 구분 

구분 UI UX 

정의 

인터페이스, 즉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화면 

등 사람과 접하는 

면을 설계하는 일 

특정 context 와 

목표를 갖는, 

정보기기 / 서비스 

사용자의 "느낌, 

태도, 행동" 

분석 

대상 

보편적 인간을 

모델로 한 분석 

대상 

주관적 인간을 

모델로 한 공감 대상 

지향점 누구에게나 기능의 제거나 

편리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즉 보편성 

제약에 따른 개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특정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주관성 

특성 

- 기술, 

- 양적 사고 

- 분석 도구 

- 통계적 신뢰성 

(개별화면 요소의 

엄밀함 강조) 

- 인터렉션 

- 감정 

- 질적 사고 

- 공감 도구 

- 전략적 타당성 

(전략적으로 타당한 

혁신에 초점) 

 

3.2 대국민 정보시스템에서의 UI/UX 중요성 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간한 ’2014 년  

공공부문 SW 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UI/UX 가 

중요한 사업 및 관련 분야를 검토하였다.  먼저 

2014 년도의 공공부문의 SW 사업은 총 5,818 개에서 

2,364,273 백만원이 집행되었다. 그 중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등은 UI/UX 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SW 개발’,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부분도 

중요성이 큰 부분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할 경우에 최소 500 개에서 4,000 여 

개의 공공 SW 사업이 UI/UX 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2014 년 사업유형별 SW 구축사업 추진계획 

4. 정보시스템 감리에서의 UI/UX 전략  

정보시스템 감리에서의 UI/UX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정보시스템 중 금융기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발주담당자 및 피발주담당자, 

그리고 감리법인 담당자에게 개별 면접을 중심으로 

문서와 관찰 등의 방식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의미있는 

진술, 의미있는 단위, 텍스트에 근거하여 본질에 

대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보았다.  

발주자의 경우 주로 측정방법, 감리전문가, 일관성, 

가이드 등의 키워드가 주로 반복되었으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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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UI/UX 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감리법인에 

물어보아야 할지 직접 전문가를 수급해야하는지” , 

“감리 후에 유지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등의 

진술이 제시되었다.  

피발주자 또는 감리법인의 경우도 측정, 평가, 

감리전문가의 기준 등의 키워드가 나왔으며, 

“발주사에서는 UI/UX 분야의 감리를 요청하지만 현 

감리사 중에서는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가 없어, 

별도의 UI/UX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 분야 또한 전문감리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많다.”, “기존에 유지되왔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향상 및 고도화 프로젝트가 계속 발주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권고사항’ 수준의 

감리보고로는 고도화프로젝트의 결과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진술이 나왔다.  

정성적 가치 기반의 UI/UX 의 특성상 그 중요성에 

대비하여 명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 인하여 

객관적인 평가는 더욱 어렵다.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UI/UX 

적용여부의 판단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UI/UX 감리와 웹접근성을 동일시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단지 UI 에 대한 디자인작업이 

진행여부를 가지고 감리에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UI/UX 에 대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정보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중심의 감리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발주담당자 및 피발주담당자, 그리고 

감리법인 담당자에게 개별 면접을 중심으로 문서와 

관찰 등의 방식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 단계의 전략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4.1 대국민 정보시스템에서의 UI /UX 분야 감리 
진행 법제화 

정보시스템의 감리 목표 아키텍처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의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사업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기반환경 구축작업으로 이러한 백엔드(backend)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격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UI/UX 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국민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서비스와 일반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라도 UI/UX 감리가 

필요로 하는 업무는 최종 사용자의 지역적, 사용 

환경적 다양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진행하는 정보시스템의 모든 분야가 UI/UX 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권고사항’ 방식으로 

진행되는 감리보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4.2 감리사 자격시험 보강과 UI/UX 전문 감리 
인력 양성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은 

‘감리 및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보안’의 5 가지 분야에 

한정한다. 그러나, UI/UX 분야의 감리 업무는 

정보시스템의 기능성 측면이 아닌 사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한다. 때문에 기존의 기술 중심의 감리사 

자격 기준을 가진 인력이 UI/UX 분야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UI/UX 에 대한 실무 경력자나 전산, 인지공학, 

디자인, 심리/철학, 경영/마케팅 등을 전공한 석/박사 

급 이상의 고급 인력 중에서 해당 감리사업의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감리사 자격 시험에서도 UI/UX 에 

대한 전문지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이 필요한데, 

특화된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UI/UX 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산정하여 전문 교육을 진행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4.3 UI/UX 감리 절차 및 수행 가이드 확립 

현행 체계에서 UI/UX 감리 절차와 수행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권고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V3.0’ 및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각 절차에서 

필요한 UI/UX 관점의 감리 중점사항을 적용한다. 

표 3. 감리 절차별 UI/UX 수행 가이드  

구분 역할 정의 

예비조사 -UI/UX 적 관점의 위험분석 및 사전 

문서를 검토 

현장감리 

-UI/UX 부분 감리가이드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 착수회의 진행 

-검토항목별 현황조사 및 분석 

-중간검토회의 

-이슈사항 심층점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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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안작성 

보고서 

작성/제출 

-현장감리 사항기반 보고서 논의  

-보고서 절제 및 제출 

* UI/UX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권고 개념을 기준으로 작성 

사후관리 -조치결과 확인 및 감리개선 검토 

 

기존의 사용자경험, 인지공학 등의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 적용하여 감리업무의 가이드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I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측면과 둘째, 

GUI 제작 측면과 셋째, 사용자경험의 반영여부와 

넷째, 호환성과 확장성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단,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제도가 존재하기에 관련 범위에서 

제외한다.  

표 4. UI/UX 주요 이슈 별 수행 가이드  

구분 역할 정의 

UI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사용자 중심 UI 설계 문서의 적절성 

-콘텐츠의 타당성과 사용 시나리오의 

적합성 확인 

GUI 제작 

-디자인 스타일가이드 준수 여부  

-이미지 사용성 고려 

-GUI 에 대한 concept 및 Look&Feel 

등 정체성 준수 여부 

사용자경험 

반영 

-적절한 방법론과 절차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경험의 반영 여부 

-PC 기반 웹과 모바일의 특성의 적절한 

반영 여부 

호환성과 

확장성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과 확장성 고려  

-색상, 글자체,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 여부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의 모바일표준 UI/UX 가이드, 대국민 

정보제공 웹서비스, 테블릿 PC 기반의 특화정보 

서비스 등의 정보시스템 사업의 UI/UX 감리 업무 

수행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국민서비스 기반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있어서 UI/UX 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였고, 그에 

기반하여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정보시스템에서의 UI/UX 감리는 

대국민서비스를 지향하는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관련 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리사의 기본 자격에 UI/UX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UI/UX 의 

전문화된 감리절차와 수행가이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감리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시스템의 대국민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고도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UI/UX 도 함께 더욱 부각될 

것이며, UI/UX 분야에 대한 감리시행은 

정보시스템의 편의성 증진과 효율성 극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UI 와 UX 의 구체적인 경중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UI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경험을 향상하려는 노력이라는 접근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서의 UI/UX 는 단순한 인터페이스의 

개선이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접하는 

화면 설계가 아닌 서비스 고도화 측면으로 사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편의성과 만족을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감리 수행 시에 ‘권고사항’정도로 

그치고 있는 UI/UX 에 대한 감리의견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항상 UI/UX 분야의 

감리진행 시는 시스템 기반의 정량화적인 관점이 아닌 

정성적 가치의 특수성과 구축 환경에 따른 유동적 

판단 및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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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 객체 추적은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기존의 객체 추적 연구는 이미지 

매칭 기반으로 대상을 추적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정형 객체 추적(rigid tracking) 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tracking-by-detection 방법은 

추적 문제를 분류기를 이용한 검출 문제처럼 다루기 

때문에 비정형 객체 추적(non-rigid tracking)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tracking-by-detection 방법 중 하나로 structured 

output Support Vector Machine(SVM) 을 

활용하는 Struck [1]의 분석하고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Struck 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수한 추적 성능을 

보여주지만 크기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가림 현상이 

일어나 추적 대상이 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도 무조건 

학습을 진행한다. 따라서 background clutter 와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추적과 학습에 drift 가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truck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적 대상의 크기에 맞춰 추적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 background clutter 를 방지하고 크기 

변화에 대응하는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을 

제안한다. 후속 연구로는 SVM 의 평가 함수 점수의 

임계값을 이용하는 F score with threshold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이 가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학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비정형 객체 추적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bject tracking is one of many popular topics 

in computer vision literature. Previous object 

tracking studies mainly utilized image-

matching based tracking method so that they 

focus on rigid tracking. Tracking-by-detection 

on the other hand treats a tracking problem as 

a detection problem using a classifier making it 

more suitable for non-rigid tracking. In this 

paper, we conducted the study analyzing and 

complementing Struck [1], a tracking-by-

detection method that utilizes the structured 

output SVM. Struck shows good tracking 

performance in normal occasions; however, it 

can suffer drift from background clutter since it 

cannot cope with scale change and from 

occlusion since it forces learning even though 

there is no object presence in the scene.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issues for Struck, we 

propose “scale-adaptive tracking” method that 

automatically adjusts the size of the bounding 

box according to that of the object. As a future 

work, we propose “F score with threshold” 

method that can detect occlusion and prevents 

SVM from false-positive learning. Also, we 

propose various applications for non-rigid 

tracking. 

주제어 

Tracking, Non-rigid, Tracking-by-detection, 

Support Vector Machine, Structured output, 

Scale-adaptive 

서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객체 추적은 깊게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객체 추적은 그 응용 분야가 단순한 

비디오 감시부터 증강현실,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까지 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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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추적 연구는 크게 정형 객체 추적과 비정형 객체 

추적으로 나눌 수 있다. 정형 객체 추적은 추적 물체의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형태로 추적되며, 

대부분 연구에서 특징점을 이용한 매칭 방법이 

이용된다.  이는 객체를 학습시켜 DB 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주로 

증가현실 분야에서 많이 이용된다.  

비정형 객체 추적은 정형 객체 추적과 달리 대상이 

회전하거나(out-of-plane rotation) 변형되는 경우 

(deformation)에도 대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비정형 객체 추적에서는 보통 이미지 패치를 

이용하는 추적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비정형 객체 추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2]에서 제시된 “tracking-by-detection” 방법이 

있다. Tracking-by-detection 은 추적에 대한 문제를 

객체 인식이 아닌 분류기를 이용한 객체 검출 문제처럼 

다룬다. 연속적인 프레임에서 계속해서 추적 대상을 

검출하고 그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tracking-by-detection 방법은 물체의 형태가 

변해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비정형 객체 추적 

방식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tracking-by-detection 기법을 

이용한 비정형 객체 추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연구 

Tracking-by-detection 은 분류기를 이용해 객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진행한다. 이 분류기를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사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교사 학습(supervised learning), 반교사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등이 있다. 

비교사 학습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로 분류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 학습은 데이터가 positive 샘플과 

negative 샘플의 형태로 레이블이 주어져서 학습하는 

경우이다. 반교사 학습은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Tracking-by-detection 에서는 분류기를 추적 중에 

학습시키기 위해 주로 교사 학습을 사용한다. 추적 중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만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적 결과를 기준으로 추적 상자의 이미지는 positive 

샘플로, 그 외의 이미지들은 negative 샘플로 사용한다. 

따라서 추적에 실패해 잘못된 데이터를 positive 

샘플로 학습하는 경우 추적에 drift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된 분류기는 다시 이전 프레임의 추적 상자 

주위의 이미지 패치들을 입력으로 받고 가장 적합한 

샘플을 새로운 추적 상자로 설정해 추적을 이어나간다. 

분류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확률론 

모델이 제시되었다. Ensemble learning [15]이나 

boosting [14,16], random forest [17]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2]와 같이 SVM[14]을 분류기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Struck[1]을 

꼽을 수 있다. 

Struck 은 [2]의 발전된 형태로 기존의 ±1 레이블을 

이용한 이진 분류를 이용하지 않고 추적상자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structured output SVM 을 

분류기로 이용하는 추적 방법이다[9]. 

Struck 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다[5,6]. 특히 벤치마크에서 객체의 빠른 

움직임[4]과 부분적 가림[7]에 강인하다는 장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Struck 은 대상이 완전히 가려 

지거나 background clutter 가 발생하는 상황 에서는 

추적에 실패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8]. 

어떠한 대상을 추적할 때 보통 초기의 추적 상자는 

대상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대상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추적 상자 안에 추적 대상뿐 

만 아니라 background clutter 까지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background clutter 가 포함된 샘플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학습 가중치가 점점 역전되어 

나중에는 추적 대상이 아니라 배경을 학습하고 

추적하면서 drift 가 일어나고 추적에 실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truck 을 기반으로 하여 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으로 해결하는 연구를 제시한다.  

STRUCK 

Struck 은 기존의 tracking-by-detection 방법에서 

인위적인 ±1 의 이진 레이블이 추적 성능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structured output track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Struck 은 현재 프레임 𝑓𝑓𝑡𝑡에 

대해 추적 상자 이미지 패치에서 계산한 피처 벡터 

𝑥𝑥𝑡𝑡
𝑝𝑝와, 이진 레이블 대신 추적 상자의 가능한 변환 𝑦𝑦𝑡𝑡를 

입력으로 받고 그 중 SVM 의 평가 함수 F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변환을 활용해 새로운 추적 상자의 

위치 𝑝𝑝𝑡𝑡를 구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𝑦𝑦𝑡𝑡 = 𝑎𝑎𝑎𝑎𝑎𝑎max
𝑦𝑦 ∈𝒴𝒴

𝐹𝐹 �𝑥𝑥𝑡𝑡
𝑝𝑝𝑡𝑡−1 , 𝑦𝑦� (1) 

𝑝𝑝𝑡𝑡 = 𝑝𝑝𝑡𝑡−1 ∘ 𝑦𝑦𝑡𝑡 

여기서 𝒴𝒴는 추적 상자를 찾아야 하는 검색 공간이자 

가능한 모든 변환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Struck 은 

일반적인 이차원 평행 이동(translation)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반경을 𝑎𝑎이라고 하고 추적 

상자의 이차원 평면에서 평행 이동의 변위를 각각 𝑢𝑢, 𝑣𝑣 

라고 하면 공간 𝒴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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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𝒴𝒴 = {(𝑢𝑢, 𝑣𝑣)|𝑢𝑢2 + 𝑣𝑣2 < 𝑎𝑎2} (2) 

SVM 프레임워크 내에서 평가 함수 F 를 학습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𝐹𝐹 (x, y) = < 𝑤𝑤,𝜙𝜙(𝑥𝑥, 𝑦𝑦) > (3) 

여기서  𝜙𝜙(𝑥𝑥,𝑦𝑦)는 피처 벡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 

하는 커널이다. 

Struck 은 추적 상자와 겹치는 비율을 임의의 

threshold 로 구분할 때 생길 수 있는 레이블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겹치는 면적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손실함수에 도입한다: 

 ∆(y, 𝑦𝑦�) = 1 −  𝑠𝑠𝑝𝑝𝑡𝑡
𝑂𝑂 (y, 𝑦𝑦�) (4) 

𝑠𝑠𝑝𝑝𝑡𝑡
𝑂𝑂 (y, 𝑦𝑦�) =  

(𝑝𝑝𝑡𝑡 ∘ y) ∩ (𝑝𝑝𝑡𝑡 ∘ 𝑦𝑦�)
(𝑝𝑝𝑡𝑡 ∘ y) ∪ (𝑝𝑝𝑡𝑡 ∘ 𝑦𝑦�)

 

SVM 의 regulator C 와 slack 변수  ℰ를 도입하면 

최종적으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min
𝑤𝑤

1
2
�|𝑤𝑤|�2 + 𝐶𝐶�ℰ𝑖𝑖

𝑛𝑛

𝑖𝑖=0

 
(5) 

 

such that 
∀ 𝑖𝑖 ∶  ℰ𝑖𝑖  ≥ 0 
∀ 𝑖𝑖,∀ 𝑦𝑦 ≠  𝑦𝑦𝑖𝑖 ∶  
< w,𝜙𝜙(𝑥𝑥𝑖𝑖 ,𝑦𝑦𝑖𝑖) − 𝜙𝜙(𝑥𝑥𝑖𝑖 ,𝑦𝑦) > ≥  ∆(y, 𝑦𝑦�) −  ℰ𝑖𝑖 

이러한 SVM constraints 로 𝐹𝐹 (𝑥𝑥𝑖𝑖 ,𝑦𝑦𝑖𝑖) 는 손실 함수를 

통해 𝑦𝑦 ≠  𝑦𝑦𝑖𝑖인 𝐹𝐹 (𝑥𝑥𝑖𝑖 ,𝑦𝑦) 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SVM 의 목적함수는 [1]과 [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Lagrangian 쌍대법과 적절한 치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max
𝛽𝛽

−  �∆(y, 𝑦𝑦𝑖𝑖)𝛽𝛽𝑖𝑖
𝑦𝑦

𝑖𝑖,𝑦𝑦

 (6) 

−
1
2
� 𝛽𝛽𝑖𝑖

𝑦𝑦𝛽𝛽𝑗𝑗
 𝑦𝑦� < 𝜙𝜙(𝑥𝑥𝑖𝑖 , 𝑦𝑦),𝜙𝜙�𝑥𝑥𝑗𝑗 , 𝑦𝑦�� >

𝑖𝑖,𝑦𝑦,𝑗𝑗,𝑦𝑦�

 

such that  
∀ 𝑖𝑖 ∶  �𝛽𝛽𝑖𝑖

𝑦𝑦

𝑦𝑦

 ≥ 0 

∀ 𝑖𝑖,∀ 𝑦𝑦 ∶  𝛽𝛽𝑖𝑖
𝑦𝑦  ≤  𝛿𝛿(𝑦𝑦, 𝑦𝑦𝑖𝑖)𝐶𝐶 

 

여기서 𝑦𝑦 =  𝑦𝑦�이면 𝛿𝛿(𝑦𝑦, 𝑦𝑦𝑖𝑖) = 1이고 아니면 0 이다. 

위의 정의에 따라서 (3)의 평가함수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𝐹𝐹 (x, y) =  � 𝛽𝛽𝑖𝑖
 𝑦𝑦� < 𝜙𝜙(𝑥𝑥𝑖𝑖 , 𝑦𝑦�),𝜙𝜙(𝑥𝑥, 𝑦𝑦) >

𝑖𝑖,𝑦𝑦�
 (7) 

본문: SCALE-ADAPTIVE TRACKING 

Struck 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이차원 평면에서 평행 

이동만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일반적인 

추적에는 강인하지만[5] 크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4,5] background clutter 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추적 대상이 아니라 배경을 

학습하고 추적하게 되어 실패하는 한계를 보여준다[8].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을 도입한다. 추적 상자의 가능한 변환 

𝑦𝑦𝑡𝑡는 이차원 공간에서의 평행 이동뿐만 아니라 추적 

상자의 크기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검색 반경을 위한 조건 𝑎𝑎 뿐만 아니라 크기 변화 검색을 

위한 조건 𝑠𝑠 또한 정의해 준다.  

일반적인 추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평행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앞뒤로 움직여 그 크기가 변하여도 물체 

자체가 변형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논의의 단순함을 위해 추적 상자의 크기가 변해도 

그 가로세로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게 추적 상자의 면적 변화율 증감을 𝑤𝑤 

라고 나타내고 (2)의 검색 공간 𝒴𝒴는 다음과 같이 𝒴𝒴′ 로 

재정의된다: 

𝒴𝒴′ = {(𝑢𝑢, 𝑣𝑣,𝑤𝑤)|𝑢𝑢2 + 𝑣𝑣2 < 𝑎𝑎2, |𝑤𝑤| < 𝑠𝑠} (8) 

(8)의 수식을 사용하여 SVM 은 대상의 위치 변화뿐만 

아니라 크기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다. 구현할 때는 𝑠𝑠 =
(1.1)2 값으로 정하였다. 

실험 결과: SCALE-ADAPTIVE TRACKING 

3 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 기존의 Struck 과 논문에서 

제시된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을 비교하였다. 

2 개의 데이터 셋 david, girl 은 객체 추적을 위한 공용 

데이터 셋으로[10] Struck 논문에서도 다른 방법과의 

비교 실험에 활용되었다. 다른 1 개의 데이터 셋으로는 

heli 를 사용하였다[11].  

[그림 1]에서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 전체 프레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6 장을 고른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다. 

Struck 과 제안하는 방법의 추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ground truth 와 면적 겹치는 비율[18,19]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𝑅𝑅𝑇𝑇 ∩  𝑅𝑅𝐺𝐺𝑇𝑇|/|𝑅𝑅𝑇𝑇 ∪ 𝑅𝑅𝐺𝐺𝑇𝑇| (9) 

여기서 𝑅𝑅𝑇𝑇는 추적 결과의 추적 상자, 𝑅𝑅𝐺𝐺𝑇𝑇는 ground 

truth 의 추적 상자를 말한다. 모든 ground truth 는 

크기 변화를 고려한 결과값이다. 다음 [표 1]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Struck의 추적 상자 겹침 비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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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 제안하는 

방법이 Struck 을 크게 웃도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avid Girl Heli 

제안하는 방법 0.73 0.74 0.51 

Struck 0.29 0.63 0.39 

표 1. david, girl, heli 데이터 셋 결과 

David 데이터 셋은 463 프레임으로 대상의 크기 변화 

및 회전, 복잡한 배경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가 나타난다. [그림 1-(a)]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은 

마지막 프레임까지 안정적으로 대상을 추적하는데 

반해, Struck 은 background clutter 에 의해 

#180 프레임부터 drift 가 일어나 추적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Girl 데이터 셋은 503 프레임으로 대상의 크기 변화 및 

회전, 배경 변화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가 

나타난다. [그림 1-(b)]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과 

Struck 모두 안정적으로 대상을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방법은 #100 프레임과 

#200 프레임에서 볼 수 있듯 추적하는 대상의 뒷면을 

추적할 때도 크기 변화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00 프레임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가림 

현상 이후 drift 를 보이고 있다.  

Heli 데이터 셋은 709 프레임으로 대상의 극심한 크기 

변화 및 회전, 카메라의 급격한 흔들림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가 나타난다. [그림 1-(c)]의 

#420 프레임부터 추적 대상에 극심한 크기 변화가 

일어나고 제안하는 방법이 이를 제대로 추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 연구: F SCORE WITH THRESHOLD 

Struck 은 이전 프레임에서의 추적상자 위치 인근에서 

평가함수 F 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uniform search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상이 화면 내에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추적 결과를 

아무런 조건 없이 positive 샘플로 정의하고 그대로 

학습한다. 따라서 추적 대상이 장애물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샘플을 추적하고 학습하여 drift 가 

발생하고 결국 추적 성능의 하락을 불러온다[5,8] 

후속 연구에서는 Struck 이 가지는 이러한 uniform 

search 의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해 평가 함수 F 의 

점수에 threshold 활용하여 대상의 가림 여부와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만약 가림 

현상 등이 일어난다면 대상의 형태는 극심하게 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SVM 의 평가 함수 F 점수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임계값 𝑑𝑑를 정해놓고 F 점수의 증감이 임계값을 넘으면 

가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상의 가림 여부와 존재 여부를 판별하여 학습에 

활용되는 샘플을 선별할 수 있다면 추적과 학습에 생길 

수 있는 drift 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90 #180 #270 #360 #450 

그림 1-(a). david 데이터 셋 

      

#0 #100 #200 #300 #400 #500 

그림 1-(b). girl 데이터 셋 

      

#1 #140 #280 #420 #560 #700 

그림 1-(c). heli 데이터 셋 

그림 1. david, girl, heli 데이터 셋 결과 (빨간색 추적 상자: 제안하는 방법, 파란색 추적 상자: S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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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에 맞춰 (1)의 추적 상자의 가능한 변환 

𝑦𝑦𝑡𝑡는 다음과 같이 𝑦𝑦𝑡𝑡′로 재정의 된다: 

𝑦𝑦𝑡𝑡′ = 

�
𝑎𝑎𝑎𝑎𝑎𝑎max

𝑦𝑦 ∈𝒴𝒴
𝐹𝐹 �𝑥𝑥𝑡𝑡

𝑝𝑝𝑡𝑡−1 ,𝑦𝑦� 𝑖𝑖𝑓𝑓  |1 −  
max
𝑦𝑦 ∈𝒴𝒴

𝐹𝐹𝑡𝑡

max
𝑦𝑦 ∈𝒴𝒴

𝐹𝐹𝑡𝑡−1
| < 𝑑𝑑

𝑛𝑛𝑢𝑢𝑛𝑛𝑛𝑛 𝑝𝑝𝑝𝑝𝑠𝑠𝑖𝑖𝑝𝑝𝑖𝑖𝑝𝑝𝑛𝑛 𝑝𝑝𝑝𝑝ℎ𝑒𝑒𝑎𝑎𝑤𝑤𝑖𝑖𝑠𝑠𝑒𝑒

 

(10) 

𝑦𝑦𝑡𝑡′ = 𝑛𝑛𝑢𝑢𝑛𝑛𝑛𝑛 이면 대상을 영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SVM 은 uniform search 가 아닌 global 

search 를 수행한다. 마지막 성공적인 추적의 F 점수의 

일정 비율을 넘는 샘플이 global search 로 검출되면 

대상이 영상에 다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SVM 은 

기존과 같이 uniform search 를 수행한다.  

  

#635 #640 

  

#645 #650 

그림 2. Threshold 방법 실험 결과 (빨간색 추적 상자: 

제안하는 방법, 파란색 추적 상자: Struck, X: null position) 

[그림 2]에서 F score with threshold 방법의 간단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다. 여자 얼굴이 남자 얼굴을 

가리자 Struck 은 uniform search 로 인해 그대로 

여자 얼굴을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F 

score with threshold 방법은 가림 현상을 감지하고 

추적 대상이 다시 검출될 때까지 추적과 학습을 

중지한다. 추적 대상이 다시 나타나자 크기 변화까지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현할 

때는 𝑑𝑑 = 0.25 값으로 정하였다. 

응용 분야 

객체 추적은 비디오 CCTV 감시, 증강현실, HCI 등에 

응용될 수 있다. 기존의 CCTV 를 이용한 감시는 

용의자가 감시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설치되는 방범용 CCTV 가 늘어나면서 

용의자가 감시 범위를 넘어가면 여러 CCTV 간에 

추적하는 CCTV 를 바꿔가며 안정적으로 용의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매칭을 이용한 

markerless AR 같은 경우 대상의 회전 등에 의해 마커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AR 을 띄울 수 

없지만 비정형 객체 추적을 활용하면 한번 이미지가 

인식된 후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증강의 대상이 되는 

물체를 계속 추적하면서 AR 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객체 추적의 응용 분야 중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Player Tracking 

이다[12]. Player Tracking 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경기 중 key player 들을 추적하면서 그 위에 관련 

정보를 증강하는 기술이다. 현재 Player Tracking 은 

특수 카메라나 RFID 송수신기 등 전용 하드웨어에 

의존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의존적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여 일반 RGB 카메라로 

player tracking 을 구현할 수 있다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 글래스와 같이 사람 

눈 높이에 고정되는 웨어러블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연동되었을 때 그 활용처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그 특성 상 가림 현상, 크기 

변화와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과 F score 

with threshold 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 Player Tracking[12] 

결론 

본 연구는 tracking-by-detection 연구 중 하나인 

Struck[1]을 개선하기 진행되었다. Struck 은 기존의 

이진 분류 SVM 을 개선한 structured output SVM 을 

객체 추적에 활용한 참신한 추적 방법이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수한 추적 성능을 보여준다[5,6]. 

하지만 Struck 은 크기 변화, background clutter, 

가림 현상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크기 변화, background clutter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을 제안하였고, 가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F score with threshold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객체 추적 기술을 위한 응용으로 비디오 감시, 

증강현실 등과 함께 최근 주목 받는 player tracking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현재 사용되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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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웨어러블 시스템과의 연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scale-adaptive tracking 방법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로 제시한 F score with threshold 방법을 

완성하면 SVM 을 활용한 tracking-by-detection 

객체 추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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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바이스의 발달과 통신 속도의 발전으로 뉴미디어 

사용자들은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개인의 니즈에 따라 

정보를 소비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량의 정보들이 흘러가 버리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보를 소장하고, 색인 하여 소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즐겨찾기 등 개인의 관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의 

대부분이 즐겨찾기 추가 이후 사용자의 지속적인 콘텐츠 

소비 즉, ‘리턴’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 벤치마크를 통해 즐겨찾기 서비스 

분석 및 이미지 맵핑을 도출하고, 비교사례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즐겨찾기 서비스의 퍼소나를 

디자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7 명으로 퍼소나는 

인터뷰에서 추출된 요구사항과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리턴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최상단 레이어인 

잠금화면 기반 즐겨찾기 리턴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ABSTRACT  

Advances in the development of devices and 

expansion of communication have exposed new 

media users to vast amount of information, and 

the users, subsequently, have to make choice in 

consuming such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needs. In such environment, a substantial portion 

of information simply flows to oblivion. Thus, the 

user finds it necessary to curate and filter the 

information in order to consume. Accordingly, 

browser favorites and many other related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to satisfy the user needs to 

save personal interests and manage the contents 

efficiently. But these services do not lead the 

users to the continued consumption of favorited 

contents, in other words, ‘retur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nstructing image 

mapping through case studies and existing 

service analysis, drawing persona and scenario 

from interviews, and finally exploring the needs. 

At the end, we propose an interface to efficiently 

lead the users to return to favorited contents via 

lock-screen—the uppermost layer of smartphone. 

주제어 

즐겨찾기, 리턴, 콘텐츠, 스마트폰, 잠금화면, 카드 UI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터넷의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넘쳐 나는 콘텐츠의 바다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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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혹은 필요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졌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본인에게 맞는 유용한 콘텐츠를 찾아도, 항상 그 순간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들은 나중에 보고자, 

또는 추후에 다시 보고자 여러 즐겨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URL 을 저장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의 경우, 유용한 정보가 담긴 즐겨찾기를 쌓아 

두기만 할 뿐 다시 돌아가 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즐겨찾기 했던 자료들을 다시 보는 행위를 ‘리턴’이라고 

정의하기로 하였다. 즐겨찾기의 리턴은 특정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다시 찾아야 하는 자발적 의지를 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즐겨찾기 자료들로 리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리턴을 목적으로 즐겨찾기 추가를 하지만 이에 

대한 의식이 항시 존재할 수 없어 실제 리턴이 적은 

문제점을 사용자로 하여금 즐겨찾기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흥미를 끌어, 되돌아가게끔 유도하는 카드 

UI 를 잠금화면이라는 스마트폰의 최상단 레이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단계적인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존 

브라우저들의 즐겨찾기 서비스 및 그와 유사하거나,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페이스북의 

저장 기능·트위터의 관심글 등의 유사 서비스, 자체적 

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즐겨찾기를 

모으는 서비스인 Pocket[3]과 같은 서드 파티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의 기존 즐겨찾기 자료를 끌어다가 해당 

콘텐츠를 읽기에 적합한 UI 를 제공해 리턴을 유도하는 

서비스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왜 

결과적으로 리턴을 이끌어내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고 

사용자들의 즐겨찾기 인지를 바탕으로 잠금화면이라는 

해결책을 선례와 함께 제시한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잠재적 사용자들이 현존하는 

즐겨찾기 서비스 사용 양상과 리턴 욕구를 알아보고 행동 

패턴에 따라 군집을 나누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두 군집에서 1·2 순위 퍼소나를 도출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다[9].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통해 

끊김없는(Seamless) 리턴 유도 서비스는 어떠한 흐름과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하였다. 

 

선행연구 및 사례 조사 

1. 즐겨찾기 관련 서비스 

최근 사용자의 관심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웹 브라우저의 메뉴에서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관심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페이스북의 ‘저장’ 기능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SNS 의 특성 상 여러 게시물들이 빠르게 업로드 되기 

때문에, 한번 봤던 게시물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저장기능을 제공하였다. 이 기능은 

게시물 단위로 본인의 ‘저장됨’ 폴더에 저장하여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모바일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게시물 외에도 자체 브라우저 

내에서 보고 있는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같은 기능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유투브의 ‘나중에 볼 동영상’, 트위터의 ‘관심글’, 
카카오톡 내장 브라우저의 ‘나중에 다시보기’, ‘나에게 

보내기’기능 등이 그 예시이다. 

특정 서비스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콘텐츠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출처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Pocket’과 ‘Pinterest[2]’이다. Pocket 은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상의 콘텐츠에 

‘Pocket 에 저장하기’ 기능을 지원하고, 저장된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 보여 준다. 부가적으로 

콘텐츠의 종류, 즐겨찾기한 시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는 관리 기능도 제공된다. Pinterest 는 기존 

즐겨찾기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이미지 콘텐츠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사용자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핀(pin)하여 자신의 보드에 추가할 수 있다. 

Pinterest 의 보드는 기존 폴더와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 

개의 보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사용자가 핀한 

목록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정보의 저장 이후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찾아 보도록 

돕는, 즉 리턴을 유발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같은 

서비스에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 소비의 집중을 

유도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재가공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시는 ‘Readability’로, 사용자가 텍스트로 

이루어진 웹 상의 콘텐츠를 저장하면, 해당 텍스트 

콘텐츠를 ‘Readability’서비스 내부로 가져와 집중력을 

흐리는 광고 등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한 후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4]. 텍스트 콘텐츠의 

목적인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 저장을 넘어 리턴을 유도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재가공 서비스로는 ‘Readquick’이 

있는데, 이 서비스는 슬라이드쇼처럼 한 단어씩 빠르게 

제시, 전환하여 현재 읽고 있는 글의 몰입을 이끄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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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비스들을 콘텐츠 유형과 주기능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맵을 

구성했다(그림 1). 

 

그림 1. 즐겨찾기 서비스에 대한 Image Mapping 

2. 사례 분석 및 인터랙션 설계 

그림 1 을 보면, 여러 콘텐츠를 다루는 서비스일수록 
리턴에 중점을 두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리턴의 척도는 
나중에 볼 콘텐츠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조장하는 기능의 유무를 바탕으로 
배치 하였다. 이러한 콘텐츠 소비 조장 기능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그 순간에 소비하고,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는 미래에 읽고자 하는 리턴을 
목적으로 즐겨찾기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텍스트 콘텐츠 중심인 서비스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서비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서비스들의 리턴은 돌아오는 
행위를 유도하기보다는 단시간에 많은 글을 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Readquick 의 스피드 리딩이나 읽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Readability 의 디스플레이 설정과 
같이 좋은 읽기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정의하는 리턴은 즐겨찾기한 콘텐츠를 
사용자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다시 보기 위해 돌아온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읽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원초적으로 사용자의 읽고자 돌아오는 리턴 
동기를 자극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리턴 환경’이 아니라, 
사용자가 즐겨찾기 해 둔 콘텐츠에 돌아와 다시 읽는 
‘리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러운 리턴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즐겨찾기 콘텐츠로의 리턴은 사용자가 즐겨찾기한 

콘텐츠에 대해 최소한의 의식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 및 사용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Davis 기술수용모형[8]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한 신념은 사용자의 태도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행위 의도를 결정하고, 이것은 실제 정보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준다. 이 기술수용모형의 따라 기존 즐겨찾기 

서비스의 리턴부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각종 

브라우저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즐겨찾기 서비스 

사용자들이 즐겨찾기 목록에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실제로 자신이 추가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유용성은 

인지하지만 그 서비스 자체의 용이성의 결여된 경우 해당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웹브라우저의 북마크 사용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존 즐겨찾기 서비스 중 지배적인 서비스인 

크롬과 사파리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서비스에서 사용 

용이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11]. 따라서 

즐겨찾기 서비스의 리턴 부족 현상은 즐겨찾기 서비스의 

인지된 용이성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은 

사용자가 즐겨찾기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즐겨찾기 서비스의 용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사용자가 즐겨찾기한 콘텐츠에 대해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즐겨찾기 콘텐츠로의 리턴을 

유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시켜야 한다. 뇌의 용량이 
한정적이라서, 필수적이거나 가치 있는 정보들만 
선택하여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한 행위는 
기억을 하지만, 정확히 어떤 정보를, 왜 즐겨찾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14]. 따라서 
알림의 형태로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알림은 거부감을 일으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 녹아 드는 알림이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의 내용에 쉽고 빠른 접근이 가능해야한다. 

모바일 환경은 PC 와 달리 작은 화면에 콘텐츠를 

제공해야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사용자들은 스크롤을 통해 화면 하단의 콘텐츠를 

소비해야하는데, 한 화면 외에 스크롤을 요하는 하단 

콘텐츠의 존재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콘텐츠를 한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빠르게 콘텐츠를 스캔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잠금화면 환경에 카드형식으로 이미지와 요약된 

텍스트가 결합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10]. 

셋째, 즐겨찾기 했던 환경으로 되돌아 갈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흥미를 느꼈다면 최대한 간단한 조작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생산된 가장 적합한 서비스 환경으로 

돌아가 콘텐츠의 모든 내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서비스 

내부 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은 끊김없는 

(Seamless) 콘텐츠 제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은 

어플리케이션 내부 일 수 없다. 앞선 서비스가 제시하듯 

읽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이미 리턴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알림을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리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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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깨워 줄 수 있으나, 알림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실행은 

콘텐츠의 흥미에 의한 리턴 유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어플리케이션 자체 알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잠금화면 

1. 이론적 배경 

즐겨찾기의 웹 정보 수집 관리 도구로서의 이용행태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북마크를 생성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알려주거나, ‘검토 요망’ 지정 항목,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항목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13]. 또한, 저자는 웹 정보 재이용을 위해 

생성한 북마크의 이용 빈도가 낮은 경향에 비해 중요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밝혀 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추가한 북마크 가치 정보를 잊지 

않기를 위해 알림을 받고자 한다는 연결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알림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일상에의 간섭이기 때문에 알림에 대한 연구들은 알림에 

의한 간섭을 줄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16]. 즐겨찾기 리턴을 유도하려면 알림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반대로 지나친 간섭은 받기 싫어하는 

사용자의 상반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흥미 유발을 

통해 리턴까지 유도하기 용이한 환경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잠금 화면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로 

잠금화면을 이용하여 광고 및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캐시슬라이드는 1 일 사용자 (DAU) 250 만 

명이 하루동안 잠금화면에서 보는 페이지는 1억 5000만 

뷰에 달한다고 밝혔다[7]. 

스마트폰 잠금화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잠금 화면의 특성을 연결성 (connectivity), 

보안성(security), 기능성(functionality), 

오락성(entertainment), 개인화(personalization)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15]. 연결성이란 사용자의 

물리적 공간과 스마트 폰 내부의 디지털 세계를 연결함을 

의미하며, 보안성과 기능성은 잠금화면이 지니는 정보 

유출과 오작동 방지의 기능을 나타낸다. 또한, 잠금 화면 

작동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오락성을,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화를 정의 하였다. 위의 연구의 연결성, 

보안성, 기능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잠금화면은 

스마트폰안의 디지털과 물리적인 사용자를 연결하는 

최상단에 있는 레이어이다. 동시에, 오락성과 개인화와 

같이 개인의 흥미와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곳으로, 

잠금화면은 이제 단순히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관문을 

넘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밀접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2. 서비스 레이아웃 

본 서비스는 사용자의 즐겨찾기로의 리턴을 유발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매개체로 리턴을 

유발하기로 하였다. 상하 슬라이드에는 사용자가 기존에 

즐겨찾기 서비스 혹은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즐겨찾기 해 놓은 목록을 불러와 나열이 된다. 사용자는 

손을 이용한 스와이핑으로 카드를 넘겨 보면서 볼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와 연결된 해당 URL 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때, 카드는 자주 리턴한 키워드, 출처 등 사용자의 
사용행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이미 카드형태로 
보았지만 리턴은 하지 않은 카드의 경우 화면에서 
나타나는 확률이 낮아진다. 좌우 슬라이드에는 현재 

잠금화면에 떠 있는 카드의 주제와 관련된 사용자가 

기존에 즐겨찾기 하지 않았던 새로운 추천 콘텐츠 

제공한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본인이 기존에 

선택한 즐겨찾기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는 사용자 본인으로부터 뻗어 나가는 

정보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3. 사례 분석 및 차별점 

  

그림 2. 캐시 슬라이드 UI 

잠금화면을 이용한 기존 서비스로는 광고 콘텐츠를 

이용한 ‘캐시 슬라이드[6]’ (그림 2)와 ‘잠금화면 단어장 

– FindnLock[1]’서비스를 들 수 있다. ‘캐시 

슬라이드’는 카드 UI 를 갖고 있으며, 상하로 카드를 넘겨 

다른 광고 콘텐츠들을 넘겨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카드를 선택하면 연결된 URL 로 넘어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FindnLock’서비스는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잠금화면을 이용한 서비스로,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잠금화면에서 제시한 뒤, 사용자가 

문제를 맞춰야만 잠금화면을 풀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만약 틀리게 되면, 해당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5 초간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두 서비스 모두 잠금화면을 이용한다는 점에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은 

최상단에 위치한 레이어로, 그 위치에 있을 중요하고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캐시 

슬라이드’는 광고 콘텐츠라는 점, 그리고 나이와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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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형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FindnLock’도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원하는 단어 위주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단어를 랜덤으로 제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서비스에 따라야 하는 한계점을 보인다. 그러나 본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에 본인이 선택한 정보들을 

콘텐츠로 끌어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본인 스스로 볼 

필요성이 있고, 리턴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다고 

판단였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들보다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타겟층 선정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서비스로, 주 타겟층은 전 연령대 중 뉴미디어의 환경에 

가장 익숙한 세대인 20 대이다. 20 대의 전반적인 

뉴미디어 사용 빈도는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빈도는 뉴미디어 매체간, 세대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5 년 발표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세대간 미디어 이용특징 변화’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20 대에서 97.2%, 이용빈도는 88.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뉴미디어의 

매체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노트북/PC, 태블릿 PC 에서 

20 대의 이용 빈도는 전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 대의 스마트폰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80.7%로, 해당 세대는 텍스트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도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이는 텍스트기반 즐겨찾기 콘텐츠로의 리턴을 

유도하는 본 서비스의 모델이 해당 세대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퍼소나 

1. 인터뷰 분석 

선정된 타겟층에 따라 2015 년 10 월 14 일부터 

19 일까지 20 대 대학생 7 명을 대상으로 즐겨찾기 사용 

현황 및 패턴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행동 양상, 목적, 리턴 

여부와 필요성, 그리고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행동 변수로 

두고, 인터뷰 참가자를 변수 스펙트럼에 대응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 패턴을 확인하였다. 

표 1. 인터뷰이들의 행동 패턴 

행동 패턴 특징 

패턴 1 

(관심사 

위주의 정보를 

리턴의 

목적으로 많은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사용자) 

관심사 위주의 콘텐츠를 주로 

즐겨찾기하여 모은다. 이 군에 

속하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즐겨찾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읽어 볼 

수가 없을 경우가 더 많아 일단 

즐겨찾기 추가를 해 놓는 편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콘텐츠를 받는데 

기본적인 크롬 URL 즐겨찾기 외에도 

페이스북 저장 기능, 트위터 관심글 

등 각 서비스에 맞는 방식으로 

저장해 둔다. 리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만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즐겨찾기 추가와 리턴을 한다. 

패턴 2 

(특정 목적에 

의해 

즐겨찾기를 

추가하고, 

그와 관련한 

더 많은 

자료를 조사 

하는 사용자)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으로 

즐겨찾기를 저장한다. 주로 과목이나 

주제로 크롬 즐겨찾기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은다. 

즐겨찾기의 주제가 확실한 편이고, 

이미 있는 즐겨찾기 외에도 연관 

자료 검색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가 지나면 해당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의해서 즐겨찾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리턴을 하게 

된다.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사용해서 추가와 리턴을 하지만 

컴퓨터를 선호하는 편이다. 

패턴 3 

(즐겨찾기를 

사이트로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용자) 

즐겨찾기란 지름길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 가는 사이트나 학교 포털과 

같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이트가 즐겨찾기 되어 있다. 

즐겨찾기 개수가 늘어나 한 눈에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즐겨찾기 목록을 자주 정리한다. 

즐겨찾기의 목적은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퍼소나 도출 

인터뷰이의 행동 패턴에서 퍼소나를 도출하였다. 리턴이 

중심이 되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세 개의 행동 패턴 중 

가장 리턴의 필요성을 느끼는 관심사 위주의 즐겨찾기를 

하는 사용자를 1 순위 퍼소나로, 특정 목적에 의해 

즐겨찾기를 하는 사용자를 2 순위 퍼소나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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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퍼소나 설정   

구분 특징 

1 순위 

퍼소나  

이현정 

(23 세, 여) 

디자인과 

재학생 

IT 에 관심이 많아 관련 콘텐츠를 

즐겨찾기 하여 모은다. 

크롬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와 페이스북 

저장기능을 주로 사용한다. 

컴퓨터에서 즐겨찾기를 더 많이 

추가하지만 리턴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즐겨찾기 수에 비해 리턴 빈도가 적다. 

목적: 좋은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에서 

간편하게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싶다. 

2 순위 

퍼소나 

김규빈 

(25 세, 남) 

철학과 

재학생 

학교 과제용으로 즐겨찾기를 사용한다. 

과제의 주제를 제목으로 크롬 즐겨찾기 

폴더를 만들어서 URL 을 모은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시로 

리서치를 한다. 

목적: 즐겨찾기한 콘텐츠를 토대로 

잠재적 자료를 손쉽게 찾고 싶다. 

 

퍼소나 기반 시나리오 

퍼소나 기반 시나리오를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황을 그려보았다. 인터뷰에서 기존 

서비스들에 대한 현재의 니즈를 도출 했다면,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본 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할 미래의 니즈를 

나타내었다. 각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즐겨찾기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랙션으로 나누어 

구상되었으며 기능 니즈는 이러한 인터랙션을 유도하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출하였다. 

다음의 시나리오는 잠금화면 상에서의 인터랙션이다.  

시나리오 1. 상하 스와이핑 

 

그림 3. 상하 스와이핑 인터랙션 상황에서 카드의 

모습 (시나리오 1) 

표 3. 시나리오 1 

인터랙션 카드 UI 로 재가공 및 요약된 즐겨찾기 

콘텐츠를 상하 스와이핑하여 둘러본다.  

기능 니즈 사용자가 여러 서비스(페이스북 ‘저장 

기능’, 트위터의 ‘관심글’, 크롬브라우저 

‘즐겨찾기 기능’ 등)에서 북마크한 

콘텐츠를 연동해 가져온 후 카드 형태로 

가독성 있게 재가공한다. 카드에는 해당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 제목, 본문의 요약, 

출처가 보여 진다. 카드는 각 즐겨찾기가 

추가된 시간과 사용자가 본문의 콘텐츠를 

읽은 정도의 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여 

정렬되는데, 이렇게 일렬로 정렬된 

카드는 화면 상하 스와이프 인터랙션을 

통해 본인이 직접 즐겨찾기한 이전 글, 

다음 글로 이동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전문읽기 

 

그림 4. 카드를 더블탭하여 즐겨찾기의 본 환경으로 돌아가 

전문을 불러오는 모습 (시나리오 2) 

표 4. 시나리오 2 

인터랙션 즐겨찾기 카드를 스와이핑 하다 흥미를 

유발하는 글을 발견하고 전문 읽기 버튼을 

눌러 이동한다. 이동된 화면에서 전문을 

읽은 후 스마트폰의 되돌아오기를 눌러 

다시 잠금화면으로 돌아온다. 

기능 니즈 이동하여 실행되는 환경은 해당 

즐겨찾기가 추가되었던 환경 (인터넷 

브라우저, SNS 어플리케이션 등)과 

동일하다. 되돌아오기 실행의 경우 현 

브라우저의 과거 페이지가 아닌 

잠금화면으로 카드 스와이핑을 하던 

경험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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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좌우 스와이핑 

 

그림 5. 좌우 스와이핑 인터랙션 상황에서 카드의 

모습 (시나리오 3)   

표 5. 시나리오 3 

인터랙션 좌우 스와이핑으로 현재 화면에 있는 
콘텐츠를 기준으로 유사한 웹 상의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 받는다. 

기능 니즈 키워드 추출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자가 추가한 
즐겨찾기를 토대로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초점이 되는 카드를 기준으로 
좌우 스와이핑 인터랙션을 통해 이전 추천 
글, 다음 추천 글로 이동할 수 있다.  

시나리오 4. 즐겨찾기 추가 

 

그림 6. 추천 카드를 새로이 즐겨찾기 하는 모습 

(시나리오 4) 

표 6. 시나리오 4 

인터랙션 좌우 스와이핑 인터랙션을 통해 추천받은 
콘텐츠를 즐겨찾기 한다.  

기능 니즈 기존의 서비스에서 연동해 온 즐겨찾기가 
아닌 새로운 즐겨찾기 추가이다. 이렇게 
추가된 콘텐츠 카드는 좌우 위치에서 
중심이 되는 상하 위치로 이동해 들어오게 

되며 동시에 크롬 즐겨찾기 목록과 
연동하여 추가된다.  

시나리오 5. 공유 

 

그림 7. 카카오톡을 통해 즐겨찾기를 공유하는 모습 

(시나리오 5) 

표 7. 시나리오 5 

인터랙션 카드의 ‘공유’ 버튼을 눌러 콘텐츠를 바로 
공유한다. 

기능 니즈 ‘공유’ 버튼을 통해 개인 SNS(카카오톡, 
라인 등), URL 복사, 메일 보내기 등의 
옵션을 선택하여 다른 유저에게 공유한다. 
이렇게 보내진 콘텐츠는 본 서비스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이용된 
서비스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보여진다. 
(예: 카카오톡 내부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제안 

1. 타겟 사용자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즐겨찾기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리턴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주 사용자층으로 즐겨찾기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즐겨찾기를 다시 보지는 못하는 

대학생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과제 등의 특정 목적으로 

특정 분야에 리서치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은 두 번째 

사용자층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2. 기대효과 

본 서비스가 스마트폰의 최상단 레이어인 잠금화면에 

위치함으로써, 리턴의 가치가 있는,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틈틈이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다. 본 서비스의 주사용자층이 될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왕복 통학 시간은 수도권 기준 135.6 분으로, 이 

시간을 유용한 정보를 다시 읽고 그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소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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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의 정보의 파장을 넓혀 가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12].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즐겨찾기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리턴을 유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최근에 SNS 등 다양한 서비스의 발달이 웹 & 모바일 

콘텐츠 증가로 이어져 기존 브라우저에서의 즐겨찾기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즐겨찾기 서비스의 선행 사례 분석하고 이미지 맵핑을 

통해 연구의 기초 방향을 잡았다. 사용자가 즐겨찾기한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 요약된 카드를 통해 쉽고 
빠른 소비, 즐겨찾기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순의 
인터랙션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현 상황 파악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즐겨찾기 사용 현황 및 패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항목으로는 즐겨찾기 행동 

양상, 목적, 리턴여부와 필요성, 그리고 사용하는 

디바이스 등이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인터뷰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변수 스펙트럼에 배치하고 행동 패턴을 통해 

1,2 순위 퍼소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구축을 위해 퍼소나 중심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요구사항을 추출하였으며, 특히 리턴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턴 유도를 위해 

스마트폰의 잠금화면 사용을 인터페이스의 주요 

부분으로 하는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어 기존에 

잠금화면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그들과의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스마트폰의 최상단 

레이어인 잠금화면을 사용하는 만큼, 사용자들이 직접 

즐겨찾기 서비스들을 통해 고른 콘텐츠를 배치함으로써, 

잠금화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디자인 방향은 기존의 즐겨찾기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리턴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면서도 유비쿼터스적인 사용 행태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잠금화면의 장점에 기반하여 발전되었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 수집과 소비 방식이 필요한 뉴미디어 

사용자의 정보 사용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에는 더 나아가 서비스의 구현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정황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 실제 리턴을 유발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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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선글라스로 인한 얼굴의 폐색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적외선 LED 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선글라스가 투과된 영상에서 눈을 검출하고, 

눈동자의 중심점과 깜빡임, 졸음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하여 

선글라스 착용 유무를 판단하며, 적응형 IR LED 

시스템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에서 Minimum 

Output Sum of Squared Error(MOSSE) Filter 를 

이용하여 얼굴과 눈을 검출한다. 검출된 영상에서 

Integral Projection Functio(IPF)를 이용하여 

눈동자의 중심점과 깜빡임을 검출한다. 우리는 학습 

데이터로 RGB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얼굴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90.9%의 정확도를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new method whereby 

we can distinguish whether the driver wears 

sunglasses or not. When he does, LED light is 

illuminated on the face. The eye area is 

detected and the center of it and its blinking 

can be determined. PCA and SVM are used in 

determining driver’s sunglasses wearing. And 

face and eyes is detected using MOSSE Tracker 

from adapted IR System video. Pupil center 

and eye closure id detected using IPF in 

detected video. We use a database that is 

recorded face video using RGB and Infra-Red 

camera. The accuracy was 90.9%. 

주제어 

PCA, SVM, MOSSE Tracker, Adaptive IR LED 

controller, Eye tracking 

서론 

최근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폐색으로 인한 성능 

저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얼굴의 

폐색 상황으로는 선글라스, 모자, 스카프 착용, 수염 

등이 있다[1].  

운전자의 졸음 인식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눈 깜빡임 검출, 머리 포즈 추정, 졸음 뇌파 신호 인식 

등이 있으며, 눈 깜빡임 검출과 머리 포즈 추정은 

CCD 카메라를 이용하고,  졸음  뇌파 신호 인식은 

EEG 센서를 이용한다.  그러나 CCD 카메라를 이용한 

졸음 인식 시스템의 경우 빛의 양에 따른 얼굴 가려짐 

현상으로 인한 얼굴의 특징점 사라짐 현상으로 정확한 

졸음 검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운전자의 경우 

선글라스 착용으로 인해 눈의 영역이 가려져 눈을 

이용한 졸음 인식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나 선글라스 사용 

시 눈의 영역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는 단점과 강한 

적외선 센서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암, 뇌종양, 

혈액암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0~255 범위의 적외선 센서의 양을 200 으로 

설정한 뒤 적외선 센서 앞에서 약 10 분동안 있을 

경우 얼굴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EEG 센서의 경우 검출률은 우수하나,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 학습을 다시 수행해야 하고 접촉식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우리는 눈의 상태를 이용한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 카메라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추적한다. 그 다음 운전자의 선글라스 착용 상태를 

판단하고, 선글라스 착용으로 판단 될 경우 적외선 

LED 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선글라스를 투과하고, 

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적외선 LED 의 양을  

찾는다. 이후 눈의 영역을 검출한 뒤, 검출된 눈의 

영역을 이용하여 눈동자의 중심점과 깜빡임 상태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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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순서도 

본론 

본 시스템은 선글라스 착용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PCA 와 SVM 을 이용해 학습하고, 선글라스 착용으로  

판단 될 경우 적외선 LED 센서의 값을 서서히 

증가시켜 눈 검출이 가능한 최적의 적외선 

LED 센서의 값을 찾는다. 이 후 검출된 눈의 영역에서 

Integral Projection Function(IPF)를 이용하여 

눈동자의 중심점과 깜빡임을 검출한다. 

 얼굴 및 눈 검출 알고리즘 

얼굴 및 눈 검출 알고리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Haar-like Feature[2]은 원하는 객체를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출 하려는 객체가 

폐색 상황이거나 회전할 경우 검출률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 

했을 경우 얼굴에서 눈에 대한 특징을 검출할 수 없고, 

선글라스의 테로 인해 생기는 부분이 얼굴의 특징을 

가리게 되어 검출이 되지 않거나, 검출이 되더라도 

정확한 영역을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의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를 주시 

하거나 졸음 상태일 경우 머리 포즈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때 Haar-like feature 알고리즘은 

얼굴을 검출할 수 없다.  

우리는 Haar-like feature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MOSSE Tracker 기반 얼굴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얼굴 및 눈 영역을 추적한다. 

 

그림 2. MOSSE Tracker. (A) 객체 영역, (B) MOSSE 

Tracker, (C) Correlation Map 

 

MOSSE Tracker 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Haar-like 

feature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한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여  MOSSE Filter 를 만든다. 다음 프레임에서 

폐색 등으로 얼굴 검출이 불가한 경우 만들어 둔 

MOSSE Tracker 를 사용하여 얼굴을 추적[3]한다.  

눈의 경우, 선글라스를 착용한 영상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 눈을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영상과 적외선 LED 로 

투과된 선글라스 착용 영상으로 이루어진 

dataset 에서 왼쪽과 오른쪽 눈동자의 중심점을 

학습하여 사용한다. 

 선글라스 착용 상태 판별 

PCA[4]는 추출 된 특징 벡터에 식별력을 유지하며 

차원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한다.  

PCA 부분 공간을 계산하기 위해 선글라스 착용 

이미지와 미 착용한 이미지에서 특징 벡터를 갖춘 

학습 데이터 집합을 고려한다.  

우리는 폐색되지 않은 부분의 특징벡터를 로, 

폐색되지 않은 부분의 특징벡터를  로 정의하여 

계산한다. 공분산 행렬 의 고유벡터는 고유 공간을 

설명하기 위하여 계산되며, 본 시스템에서는 선글라스 

착용 유무 특징의 차원을 줄이기 위하여 계산된 고유 

공간에 투영된다. 

입력 데이터는 개로 이루어 진 선글라스 착용, 

미착용 이미지이며, 평균 벡터를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1) 

계산 된 평균 벡터를 이용하여 공분산 행렬을 

만들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2) 

계산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Eigenvector 와 

Eigenvalue 를 계산한다. 

선글라스의 착용 유무는 두 개의 클래스 분류로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이다. 

SVM[5]은 기계 학습의 한 분야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다.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의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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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CA 이미지. (A) 평균 이미지, (B) Eigen Face 

모델을 만든다.  

SVM 은 데이터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우리는 선글라스의 착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OpenCV 의 SVM 을 사용하며, 위의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두 번째 Eigen Face 를 SVM 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학습 Dataset 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이미지를 Positive, 착용한 이미지를 

Negative 로 구분하여 구성 하며, 입력된 영상에서 

만든 Eigen Face 와 비교하여 선글라스의 착용 

유무를 판단한다. 

 적응형 적외선 센서 시스템 

우리는 위의 알고리즘에서 선글라스 착용이 판단 될 

경우,  적외선 LED 센서를 조절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적외선 LED 의 양이 적거나, 많을 경우 

얼굴의 특징점이 사라지게 되어 영상에서 얼굴을 

검출하기 어렵다. 우리는 판별 된 선글라스 착용 

영상에서 적외선 센서의 양을 서서히 증가시켜 얼굴을 

검출 할 수 있는 최소 값과 최대 값을 확인하고, 그 

값의 중간 값을 적외선 LED 센서의 값으로 설정 한다. 

 눈동자 중심점 검출 및 깜빡임 검출 

눈동자의 중심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CDF)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6] Active Appearance Model 

(AAM), Template Matching[7]이 있다. 그러나 

낮은 정확도와 높은 설치 비용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일반 영상과 적외선 영상에서 눈동자의 

중심점과 눈의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 영상의 픽셀 값 

만으로 계산되는 IPF 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4. 선글라스 착용 검출. (A) 선글라스 착용, (B) 

선글라스 미 착용 

 

 

그림 6. IPF 를 이용한 눈동자 검출 결과. (A) 눈동자 검출 

결과, (B) 이진화 이미지, (C) 수직 히스토그램, (D) 수평 

히스토그램 

제안한다. 

IPF 는 눈의 영역을 획득한 후 눈을 포함한 

이미지의 역을 이미지 투영 함수를 이용하여 눈 

영역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동공을 찾는 함수이다. 

IPF 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3) 

 

수식 (3)에서 는 눈의 관심 영역이며, 

는 눈의 관심 영역의 간격이다. 

IPF 를 이용하여 눈동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검출한 

눈 영역의 이미지를 이진화한다. 이진화 한 

이미지에서 수직, 수평 IPF 이미지를 만든 뒤, 수직, 

수평 IPF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부분을 

눈동자의 중심점으로 설정한다. 

우리는 검출한 눈동자의 중심점이 정확성을 

판별하기 위해 수식(4)를 이용하여 오류를 계산 

하였으며, BioID[8]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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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ioID 를 이용한 눈동자 검출 결과 

 

그림 8. 검출 성공률 그래프 

수식 (4)의 오차율이 0.25 보다 작은 경우 검출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산 한 수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눈의 개폐 

상태를 검출할 수 있다. 눈을 뜬 상태의 경우 수직 

히스토그램은 눈 영역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눈동자의 

값이 가장 높게 나오며, 눈을 감을 상태일 경우, 

이진화 영상은 호를 그린 상태의 영상으로 길게 

나오게 되고 수직 히스토그램은 고르게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수직 히스토그램의 상태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눈동자의 개폐 상태 

검출에 적용 하기 위하여 수직 히스토그램의 가장 

높은 값의 중간 값을 감은 눈의 임계값으로 설정한다.  

설정한 임계 값보다 작을 경우 눈을 감은 것으로 

판단한다. 

 PERCLOS 

Percentage of eye CLOSure(PERCLOS)는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NHTSA)에서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7]. PERCLOS 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5) 

 

그림 9. 눈 상태에 따른 수직 히스토그램 변화. (A) 뜬 

눈의 이진화 영상, (B) 뜬 눈의 수직 히스토그램, (C) 감은 

눈의 이진화 영상, (D) 감은 눈의 수직 히스토그램 

수식에서 는 PERCLOS 를 나타내며 는 일정 

구간 의 프레임 수를 나타내고, 는 눈을 감은 

프레임의 수를 나타낸다. 우리는 를 120 

프레임으로 지정하였다. 

결론 

우리는 실시간 영상에서의 운전자의 선글라스 착용 

상태 및 졸음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 초당 

60 프레임의 RGB 카메라와 850nm 적외선 필터가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당 60 프레임, 

640x480 의 크기로 촬영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적외선 LED 센서는 730nm, 850nm, 940nm 으로 

사용 하였다. 

표 1. 시스템 정확도 테스트 결과 

 실험자 1 실험자 2 실험자 3 평균 

선글라스 

판별 

95.1 97.2 93.3 95.2 

눈동자 

검출 

85.4 87.7 89.1 87.4 

개폐상태 

검출 

84.3 94.7 91.6 90.2 

 

표 1. 은 우리의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자는 총 3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선글라스 착용 

유무는 약 95.2%, IPF 를 이용한 눈동자 검출률은 

87.4%, 눈의 개폐 상태의 검출률은 90.2%로 

선글라스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비중의 검출률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은 우리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0.의 왼쪽 이미지는 선글라스를 착용 하였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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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본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결과. (왼쪽)적외선 LED 를 켜지 않은 영상, (오른쪽) 적외선 LED 영상

일반 영상을 보여준다. 얼굴의 검출은 가능하지만, 

선글라스로 인한 눈의 영역이 정확히 검출되지 않으며, 

눈의 영역이 정확히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눈의 개폐 

상태와 PERCLOS 가 검출되지 않는다. 오른쪽 영상은 

선글라스 착용이 판단 되었을 때를 보여준다. 눈의 

영역이 정확히 검출되며, 적외선 LED 빛의 반사 

상황에서도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우리는 PCA 와 SVM 으로 선글라스 착용과 미 착용 

상태를 학습하고, 입력 영상에서 MOSSE Tracker 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한 얼굴의 선글라스 

착용 상태를 판별하였으며, 선글라스 착용 시 적응형 

적외선 LED 조절을 사용하여 선글라스를 투과하는 

최소의 적외선 LED 를 적용하여 눈의 영역을 찾고, 그 

영역에서 IPF 를 이용하여 눈의 중심점과 눈의 개폐 

상태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선글라스의 

반사된 적외선 LED 빛이 있더라도 검출율에 크게 관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확장하여 눈을 이용한 졸음 검출 

뿐만 아니라 머리포즈, 표정 등을 판단하여 다양한 

운전자 졸음 인식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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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넷영화데이터베이스 사이트 IMDb 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필터링 된 영화들 중, 

SF 영화에 등장했던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했다.  

크게 의인화, 로봇의 기능, 인공지능의 수준, 인간과 

로봇의 인터렉션 유형에 따라 4 가지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의인화의 경우, 의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척도인 외관, 음성, 자의식 3 가지 요소의 합으로 

분류하였다. 로봇의 기능의 경우, 영화에 등장했던 

기능들을 시나리오적으로 추출하여 그룹핑을 하였고, 

인공지능의 수준의 경우, 인공지능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대뇌의 기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역할을 나누고 몇 가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을 통해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로봇의 자의식 수준과 인공지능의 

수준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기능 중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각각의 분류에 대한 연관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의 한계는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총체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I robots appeared in SF films 

are classified in a variety of ways.  

AI robots were classified by 

anthropomorphism, functions, level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robot 

interaction. In the case of anthropomorphism, 

robots were measured by the sum of the three 

components including appearance, voice, and 

self-awareness. 

And functions of robots were grouped by 

scenarios extracted from the films. Since the 

level of AI is difficult to classify, we use the 

concept of the role of AI based on the 

functions of the human brain and we measure 

the sum of those roles. We found there is high 

correlation between self-awareness of robots 

and the levels of AI. 

This research i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future survey about expectation of AI robot 

functions. Although this research does not 

provide association and validity of the 

classifications, it is meaningful enough 

considering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on 

taxonomies of robo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주제어  

Sci-fi feature films, Future predi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 

Anthropomorphism, Function, Interaction, 

Human-Robot Interaction (HRI) 

본문 

1. 연구배경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디자인 

해왔던 로봇들이 실생활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져, 단순 노동이나 실험의 

대상을 넘어 인간과의 대화 및 교감이 가능해졌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로봇 연구는 

기계적, 산업적인 측면의 분류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현재의 기술은 이보다 더 앞서가고 있으며, 

실생활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이는 한계가 있다. 실제 

생산되는 로봇과 로봇의 역할에 대한 인간의 기대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로봇연구와 실제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사이의 간격을 좁혀줄 

새로운 방식의 분류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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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F 영화가 로봇과 AI 에 미치는 영향[1] 

SF 영화는 더 이상 허구의 예술작품이 아니다. 

실제로 SF 영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생기기도하고,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SF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과 기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 및 조합해보았고,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기대와 로봇 

구매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인간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고, 영화의 선정은 IMDb 해외 영화평론 

사이트에서 선정했다. 먼저, Sci-Fi 장르의 장편영화 

중 로봇과 AI 를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영화를 

바탕으로, IMDb 사용자 평점 6.0 이상, 투표 수 3 만 

건 이상이며 Top30 순위의 영화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영화 속 등장하는 로봇이 여러 개 이거나, 시리즈 

물의 경우 겹치는 로봇들을 추가 및 제외하였더니, 

연구대상 인공지능 로봇이 28 개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로봇들의 이름은 아래 표 1 과 같다. 극중 이름이 

없는 로봇은 영화관객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대체하였다. 

표 1. List of SF Films and AI Robots 

 Title AI Robot’s name 

1 The Matrix Series Smith 

2 Interstellar Tars 

3 Terminator Series Terminator 

4 Man of Steel Kelex 

5 Transformers Bumble Bee 

6 X-Men: Days of Future Past  Sentinel 

7 I, Robot  Sunny 

8 I, Robot  Viki 

9 Oblivion Drone_O 

10 Oblivion  Tet 

11 The Matrix Series Oracle 

12 Avengers Series  Javis 

13 Avengers Series Ultron 

14 Elysium (2013)  1 Police Droid_E 

15 Elysium (2013)  2 Medical Droid 

16 Elysium (2013)  3 Serving Droid 

17 Elysium (2013)  4 Officer Droid 

18 Elysium (2013)  5 Drone_E 

19 Terminator Series  Skynet 

20 Moon Gerty 

21 Artificial Intelligence: AI David 

22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ddy 

23 Artificial Intelligence: AI Joe 

24 Big Hero 6 Baymax 

25 Total Recall Police Droid_T 

26 Ex Machina Ava 

27 Chappie Chappie 

28 Bicentennial Man Andrew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의인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로는 로봇의 용도에 따른 분류, 세 번째로 

AI 유형의 개수에 따른 분류, 네 번째로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3. 의인화(Anthropomorphism) 

Rosenfeld Media 의 Make it So 에서는 로봇의 

의인화를 크게 Appearance, Voice, Behavior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2012)[2].  

디자인 중심의 사람과 로봇의 인터렉션 연구에서는 

형태를 추상적, 생물형태적, 인간형태적 3 가지로 

나눈 연구가 있는데[3],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을 시나리오적으로 분석하여 Appearance 는 

표 2 와 같이 5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2. Appearance 

 무형 기계적 

외형 

인간형 

로봇 외 

인간형 

로봇 

인간과  구분 

어려움 

Type 0 1 2 3 4 

Score 2 4 6 8 10 

Voice 도 마찬가지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을 시나리오적 분석을 통해 표 3 과 같이 

4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3. Voice 

 무음 기계음 로봇음성 사람음성 

Type 0 1 2 3 

Score 2.5 5 7.5 10 

Behavior 의 경우, 인간과 흡사한 행동에 대한 

분석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Autonomy 이다[2].  따라서 Lev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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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LOA)의 10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4]. 

표 4. Sheridan’s scale of degrees of Autonomy 

1 Computer offers no assistance; human does it all 

2 offers a complete set of action alternatives 

3 narrows the selection down to a few choices 

4 suggests a single action 

5 executes that action if human approves 

6 allows the human limited time to veto before 

automatic execution 

7 executes automatically then necessarily informs the 

human 

8 informs human after automatic execution only if 

human asks 

9 informs human after execution only if it decides to 

10 decides everything and acts autonomously, ignoring 

the human 
 

의인화에 해당하는 세가지 범주인 Appearance, 

Voice, Autonomy 는 각각 높은 숫자를 가질수록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목소리, 자의식 수준이 실제 

인간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 Total Score of Anthropomorphism 

Name Appearance Voice Autonomy Total 

Drone_E 4 2.5 1 7.5 

Drone_O 4 5 1 10 

Sentinel 8 5 1 14 

Police Droid_T 8 7.5 1 16.5 

Terminator 10 7.5 1 18.5 

Teddy 6 7.5 4 17.5 

Tars 4 7.5 8 19.5 

Joe 10 10 4 24 

Kelex 4 7.5 9 20.5 

Police Droid_E 6 7.5 7 20.5 

Serving Droid 6 7.5 7 20.5 

Medical Droid 6 7.5 8 21.5 

David 8 10 4 22 

Baymax 6 7.5 7 20.5 

Officer Droid 8 7.5 7 22.5 

Skynet 2 7.5 10 19.5 

Tet 4 7.5 10 21.5 

Sunny 8 7.5 9 24.5 

Bumble Bee 6 7.5 10 23.5 

Javis 2 7.5 8 17.5 

Viki 2 7.5 10 19.5 

Ultron 2 7.5 10 19.5 

Gerty 4 7.5 9 20.5 

Smith 10 10 10 30 

Oracle 10 10 10 30 

Ava 10 10 10 30 

Chappie 8 7.5 10 25.5 

Andrew 8 7.5 9 24.5 

 

 

그림 2. I, Robot(2004), Wiki 

 

4. 로봇의 용도(Application area) 

분류하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용도에 의한 분류이다. 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에서는 로봇을 용도에 

따라 크게 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용 

로봇은 다시 용도에 따라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누고 있다.[5] 이를 바탕으로 

SF 영화에 등장하는 28 개의 인공지능 로봇들의 

용도를 분류하고 표 5 를 도출했다. 연구대상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표 6. Application area 

 Application area Num 

1 Military 5 
2 Medical 1 
3 Space exploration 2 
4 Social security 2 
5 Service 1 
6 Network System 7 
7 Domestic 5 
8 Entertainment 5 

Total 28 

 

표 5 를 통해 군사용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이 12 번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는 SF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보여진다. 

 

그림 3. Interstellar(2014), 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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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유형(AI Types)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신경계, 신경망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 구조 및 기능을 모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능들을 인간의 

기본적인 뇌의 기능을 6 가지로 분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들을 분류했다. 

표 7. AI Types 

Type AI Types (Brain Function) 

1 단순 정보기억 및 조합, 계산, 판단 

2 시각적 인지 

3 말하기, 듣기, 소통 

4 판단, 생각, 의사표현 

5 감정(공포, 불안, 분노, 공격, 사랑, 성 등) 

6 사고, 학습, 자의식, 의사결정, 추론 

인공지능을 기능별로 명확한 분류를 하기가 어렵다.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로봇의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기능을 다르게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별이 아닌, 총 몇 가지 유형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여 표 6 을 도출해내었다. 

 

6. HRI(Human-Robot Interaction) 

Holly A. Yanco 는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개인과 팀을 구분하여 8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6]. 

표 8. Holly’s A Taxonomy for Human-Robot Interaction 

Interaction Type Meaning 

1. one human, 

one robot 
One human controls one robot. 

2. one human, 

robot team 

One human controls a group of robots, 

issuing one command that the robots 

coordinate among themselves to fulfill. 

3. one human, 

multiple robots 

One human controls multiple individual 

robots, issuing multiple individual commands 

to robots that operate independently. 

4. human team, 

one robot 

Humans agree on robot commands and issue 

one coordinated command to a single robot. 

5. multiple 

humans, one 

robot 

Humans issue different commands to a single 

robot that the robot must deconflict and/or 

prioritize. 

6. human team, 

robot team 

A team of humans issue a command to a 

team of robots. The robots coordinate to 

determine which robot(s) performs which 

portion(s) of the command. 

7. human team, 

multiple robots 

A team of humans issues one command per 

individual robot 

8. multiple 

humans, robot 

team 

Individual humans issue different commands 

to a team of robots, which the robots must 

deconflict and/or prioritize and divide among 

themselves 

기존의 8 가지 기준에 따라 1 부터 8 까지의 번호를 

달아 표 8 과 같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인공지능이 무형인 경우 Robot team 으로 분류했다.  

표 9. Example of taxonomy table 

 AI Robot’s 

name 

The number of 

AI Type 

Interaction 

Types 

1 Smith 6 8 

2 Tars 4 5 

3 Terminator 4 5 

4 Kelex 4 1 

5 Bumble Bee 5 5 

6 Sentinel 2 8 

7 Replicants 4 1 

8 Sunny 5 5 

9 Viki 6 8 

10 Drone_O 1 6 

 

결론 

인공지능 로봇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었다. 

의인화 정도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인공지능 유형의 개수에 따라,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이렇게 4 가지 기준을 세웠다. 

그 결과 그림 7 와 같은 분류표를 얻었다.  

의인화의 세가지 범주의 총 합을 Sum of 

Autonomy 라 하고 이는 인간과 비슷할수록 값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이 가진 AI Type 의 

개수를 The Number of AI Type 이라 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갖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값이 커진다. 

그림 4 와 같이 둘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의인화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그림 4. 의인화와 AI Type 개수의 산점도 

또한 AI Type 의 개수와 Autonomy 의 상관관계를 

통해 자의식의 정도를 높게 가지고 있을수록,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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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감정, 의사결정 및 

사고력 등 많은 유형의 기능을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AI Type 개수와 Autonomy 의 산점도 

인공지능의 의인화 정도에 따른 기능에 대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용과 네트워크 

시스템용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주를 

이루었는데, SF 영화는 주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기 

보다는 관객의 흥미요소를 더하기 위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위별로 영화를 

필터링 하였는데, 순위가 높은 영화들에 전쟁 에 관한 

주제가 많았다. 따라서 차후 기능적인 측면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화를 바탕으로 실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게 될 역할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각 카테고리를 수정, 보완하고 더 많은 종류의 

로봇을 분류하여 향후 사람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로봇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현재 등장하고 있는 지보, 페퍼, 큐빅 

등 실제 로봇들을 통해, 공학적인 접근보다는 인간과 

실제 interactive 측면에서의 로봇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 Ex Machina(2015), Ava 

 

참고 문헌 

1. Influence of Sci-Fi film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ce-versa, Applied 

Machine Intelligence and Informatics 

(SAMI), (2013), 27-31. 

2. Nathan Shedroff and Christopher Noessel, 

Make it so, Rosenfeld Media, LLC (2012), 

177-195. 

3. Bartneck, C., & Forlizzi, J., A Design-

Centred Framework for Social Human-

Robot Interaction, Proceedings of the Ro-

Man2004, Kurashiki pp. (2004), 591-594. 

4. Sheridan, T. B. Telerobotics, Automation, 

and Human Supervisory Control. The MIT 

Press. 1992.  

5. 통계청, 로봇산업특수분류,(2014),5-14 . 

6. Holly A. Yanco, A Taxonomy for Human-

Robot Interaction, AAAI Technical Report 

FS-02-03, (2002), 111-119. 

7. Bartneck, C., & Forlizzi, J., A Design-

Centred Framework for Social Human-

Robot Interaction, Proceedings of the Ro-

Man2004, Kurashiki pp. (2004), 591-594. 

8.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 

Wikidepia,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gen

eral_intelligence 

9. Ryan W. Proud, Jeremy J. Hart and Richard 

B. Mrozinski, Methods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Autonomy to Design into a Human 

Spaceflight Vehicle : A Function Specific 

Approach, (2003). 

10. Anqi Xu, Introduction to Human-Robot 

Interaction (HRI), (2013). 

11.Raja Parasuraman, Thomas B. Sheridan, 

Fellow, IEEE, and Christopher D. Wickens, 

A Model for Types and Levels of Human 

Interaction with Automation, (2000).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5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general_intelligence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general_intelligence


머신러닝을 활용한 암 관련 의료 기사 데이터의 적절성 분석 
The Analysis of Adequacy on Cancer-related Medical articles Using Machine 

learning. 

 
박준영 

Junyoung Park 
성균관대학교 휴먼 ICT 융합학과 

Dep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 

jaywhy212@gmail.com   

이민식 

Minsik Lee 
가톨릭대학교 

Dept. of Business, Catholic Univ. 

salvia0413@gmail.com   

김임령 

Imryung Kim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Cancer Education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ezhyang.kim@samsung.com 

 

윤정희 

Junghee Yoon 
삼성서울병원 

Cancer Education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yoonnurse@daum.net 

조주희 

Juhee Cho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h1448.cho@samsung.com 

 

조준동 

Jundong Cho 
성균관대학교 휴먼 ICT 융합학과 

Dep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 

jdcho@skku.ac.kr 

*공동저자: 가톨릭대학교 이민식 

요약문 

국내 암 발생 및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정보를 수용한다. 

이러한 니즈에 맞춰 언론 매체의 암 관련 의료 기사의 

수 및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약의 효능을 

과장하였으며, 특정 병원 및 의약품의 홍보성 기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기사를 분류하지만, 

해당 병원에 내방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들이 적절성이 검증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2014 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암 관련 의료 기사 데이터와 의료진에 

의해 적절성 판단 후 게재된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존의 글자수를 

통해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단어의 빈도 및 연관성을 통해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hile national cancer incidence and death toll 

steadily increased, patients are receiving 

information through several media to find 

information that will help in their treatment. 

The number of cancer-related medical articles 

in the media to meet these needs and its 

influence has increased. However, some 

articles have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and exaggerate drug’s effectiveness and there 

is also increasing in articles to promote a 

particular hospital or medicines. These articles 

cause problems to provide wrong information 

to the patients. In hospitals, doctors classify 

articles in order to provide the correct 

information to their patients but, people do 

not visit hospital have difficulty to obtain the 

information classified by doctor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cancer-

related medical articles published during the 

year 2014, we propose a system for classifying 

an article that provides right information to 

the patient.  

주제어 

텍스트마이닝, 기계학습, 기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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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국가 암 정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암 발생률 조사 결과 연평균 3.5%의 증가율로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정보를 

수용한다. 이러한 니즈에 맞추어 암 관련 의료 기사의 

수 및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치료 방법 및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 

그리고 특정 병원 및 의약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성 

기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기사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매일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 가운데 환자들에게 검증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를 수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검증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에 내방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들이 

검증된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기사의 적절성을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의해 적절성 판단 후 

게재된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사들과 2014 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된 암 관련 의료 기사와의 관계를 찾아 환자에게 

적합한 기사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암 관련 보도 기사량에 따른 적절성 분석 

박정의(2002)는 의료 기사의 기사 유형, 기사량, 

기사 작성자, 뉴스원에 따른 의학적 건전성, 필수적 

정보의 누락, 기사의 과장을 조사하여 암 관련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사량과 의료 

기사 적절성 사이의 관계 분석 결과, 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학적 건전성이 증가하며, 필수적 

정보의 누락 및 기사 정보의 과장은 줄어드는 등 

기사량이 의료 기사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 의료 기사는 주제가 방대하여 공통된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사량을 

통한 기사의 적절성 판단은 의미 있는 결과이나 

단순히 글자 수를 이용해 판단하기에는 그림 1 과 

같이 수많은 이상치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글자 수가 아닌 단어의 양 및 특정 단어의 

빈도수 그리고 단어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글자 수를 활용한 적절성 분류 Boxplot 결과 

 

2.2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류 

결정 트리 학습법은 변수에 대한 관측 값에 대한 

목표 값을 예측하여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예측 및 

분류에 사용하는 기계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2 와 같이 목표 변수에 대해 관련이 높은 변수들을 

위에서부터 계층적 구조로 나타낸다.  

 

그림 2.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류 모형 

 

2.3 k-묶음 교차 검증법(k-fold cross validation) 

k-묶음 교차 검증법은 수집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이다[3]. 데이터를 k 개로 분할한 후, 

하나의 집합을 k-1 개의 집합과 k 번 반복하여 비교 

검증하며 전체 집합을 검증하게 된다[4].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과 같은 5-fold cross 

validation 을 통해 5 개의 집합으로 나눈 후, 

제안하는 분류 모형을 5 회 검증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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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fold Cross validation 모형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2014 년 한 해 동안 온라인에 보도된 암 

관련 기사 및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의 적절성 

평가 후 제공되는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의학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공통된 

기준이 부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적절성의 기준으로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의 일치도, 홍보성 내용의 

유무, 내용의 일관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적절성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 

의료진이 앞서 언급한 기준으로 기사를 분류한 서울 

모 종합병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4 년 전체 암 

관련 기사는 유방암, 폐암, 간암 등의 암 종류가 

포함된 기사 3910 건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적절성 

판단 후 분류된 기사는 1249 건이다.  

 

3.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인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4 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사 

내의 단어들을 추출한 후, 단어의 양 및 빈도수, 

그리고 단어 간의 연관성 분석으로 분류를 위한 

특징을 구성하여 의사결정나무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검증은 5-fold cross validation 으로 교차 

검증하였다. 

 

그림 4. 의료기사 데이터 분류 알고리즘 

 

전처리 과정은 그림 5 와 같이 기사 내의 명사 

추출을 위해 R 의 KoNLP 및 stringr 패키지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을 하였다. 이 

과정은 분류 과정에서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를 파악하고 병원명, 의약품명, 회사명 등의 

홍보성 단어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미, 조사 등을 

제거하고 명사와 형용사만을 추출하였다. 

 

그림 5. 명사추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과정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의료 기사의 

적절성을 평가 후 게재한 기사를 기준으로 기사의 

특징을 찾은 결과 기사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단어가 

등장했을 때 적절성을 위한 필수 정보들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중복된 단어를 제거하였을 때 등장한 총 

단어의 수가 많을 경우 여러 주제를 다루며 필수 

정보가 생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사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뚜렷할 경우 상위 빈도수의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에서 데이터를 분류 및 

예측하기 위한 특징을 표 1 과 같이 구성한 후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통한 분류 및 예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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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eature Vector 

Feature 

vector 

설명 

Volume 기사에 등장한 총 단어의 수 

Univolume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 중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한 총 단어의 수 

First 기사 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의 

수/기사 내 전체 단어의 수 * 100 

Second 기사 내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의 수/기사 내 전체 단어의 수 * 

100 

Third 기사 내에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의 수/기사 내 전체 단어의 수 * 

100 

Cancer 기사에서 ‘암’ 이라는 단어의 등장 

유무 (등장=1, 등장하지 않음=0) 

Lift 기사의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와 

본문 내 단어와의 연관성 분석 (단어 

‘암’을 포함한 문장 속 단어와 

비교하였으며, 단어 ‘암’을 포함하지 

않을 시에 본문 내 최대 빈도수 

단어와 비교) 

 

 

3.3 연구결과 

그림 6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사를 예측한 결과이고 그림 7 은 

의사결정나무 분류 방법을 활용한 결과 모델이다. 

3 열은 전체 기사 중 서울 모 종합병원에 게재된 

여부에 따라 게재 시 True, 미게재 시 False 로 

나타내었고, 4 열은 본 알고리즘으로 True, False 를 

예측한 결과이다. 

 

 

그림 6. 의료 기사의 적절성 예측 결과 

 

 

그림 7. 의사결정나무 분류 결과 

 

예측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의 80%를 

Training data 로 구성하고 20%를 Test data 로 

구성하여 총 5 회의 5-fold cross validation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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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ross validation 결과 (1) 

표 2. 의료기사 적절성 예측 결과(1) 

           Test set 

Training set 

FALSE TRUE 

FALSE 476 172 

TRUE 64 70 

첫 번째 결과에서는 그림 8 과 같이 Volume, 

Univolume, Lift, Second 순서로 예측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예측의 정확도는 72%로 나타났다.  

 

그림 9. Cross validation 결과 (2) 

표 3. 의료기사 적절성 예측 결과(2) 

Test set 

Training set 

FALSE TRUE 

FALSE 441 151 

TRUE 85 105 

 

두 번째 결과에서는 그림 9 와 같이 Volume, Lift 

순서로 예측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예측의 정확도는 

71%로 나타났다.  

 

그림 10. Cross validation 결과(3) 

표 4. 의료기사 적절성 예측 결과(3) 

Test set 

Training set 

FALSE TRUE 

FALSE 476 189 

TRUE 54 63 

 

 

세 번째 결과에서는 그림 10 과 같이 Volume, Lift 

순서로 예측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예측의 정확도는 

72%로 나타났다.  

 

그림 11. Cross validation 결과(4) 

표 5. 의료기사 적절성 예측 결과(4) 

Test set 

Training set 

FALSE TRUE 

FALSE 441 172 

TRUE 79 89 

 

네 번째 결과에서는 그림 11 과 같이 Volume, Lift 

순서로 예측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예측의 정확도는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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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ross validation 결과(5) 

표 6. 의료기사 적절성 예측 결과(5) 

Test set 

Training set 

FALSE TRUE 

FALSE 457 178 

TRUE 70 76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과에서는 그림 12 와 같이 

Volume, Univolume, Second, Lift 순서로 예측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예측의 정확도는 72%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글자 

수에 따른 분류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단어의 양 및 특정 단어의 빈도수 그리고 

단어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의료 기사의 적절성 

판단을 분류 및 예측하였다. 적절성 판단의 기준은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진에 의해 

적절성 판단 후 게재된 기사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4 년 전체 데이터를 분류 및 예측하여 5-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체 

단어의 양과 기사 제목과 본문 내 단어간의 연관성이 

적절성 예측 모델에 중요 특징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71~72%의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기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와, 

의료 기사의 범위가 광범위 하다는 점, 그리고 

False 로 분류된 데이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보도되는 의료 정보에서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추후 적절성의 기준을 

평가하는 Feature vector 를 추가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외에, 기사를 입력하였을 시에 적절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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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감정 공유가 증가하고 있다. 감정 

공유는 타인의 공감을 얻고 ‘좋아요’나 댓글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 공유로 인해 오히려 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관심 끌기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사용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이게 된다. 관심 끌기라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가 있다. 기존의 

해시태그는 게시물의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감정 공유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시태그가 

강조성과 보편성이라는 수사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이 감정 공유에 있어 관심 끌기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시태그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가상의 게시물을 제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될수록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유된 감정이 강조되었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될수록 관심 끌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Emotion sharing on social media is flourishing. 

People share their feelings to increase social 

interactions such as ‘like’ and comment. Due to 

the excessive sharing, however, some people 

have failed appealing and perceived as attention 

seekers. People do not empathize with an 

attention seeking post and decrease the number 

of social interaction. Emotion shared with 

hashtag(#) is a classic example which is 

perceived as an attention seeking. Although 

hashtag has usually represented a keyword of a 

post, recently it becomes an emotion delivering 

method. In this study, we hypothesized that the 

rhetorical function of hashtag affects the 

judgment of attention seeking. To verify the 

hypotheses, we conducted a survey with 

prototype system. The result indicated that as 

people perceived the post as attention seeking, 

the number of ‘like’ decreased. In addition, 

people tend to judge the post as attention 

seeking, when they think shared emotion is 

emphasized and unique. 

주제어  

Hashtag, Perceived Attention Seeking, Emotion 

Sharing, Social Interactivity 

1. 서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감정 공유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익명성과 간편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Park et al., 2011). 많은 게시물들이 

사용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보, 위치, 취향, 근황,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이 공유된다 (Hidalgo et al., 2015). 감정 공유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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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듣거나 상호작용하고 

싶어한다 (Pennebaker et al., 2001).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용자들은 주로 ‘좋아요’ 또는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게시물에 대한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Pfeil & Zaphiris, 

2007). 그러나 최근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감정 공유의 

부정적 측면이 주목 받고 있다. 바로 관심 종자라고 

불리는 사용자들에 대한 것이다. 관심종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 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Seidman, 2013).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주 공유하거나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공유할 때 사람들은 관심종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관심 

끌기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은 보여주기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되며 공유된 감정은 타인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박주희 & 이서희, 2014). 

이러한 관심 끌기와 관련된 감정 공유의 한 형태로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가 있다. 해시태그는 # 기호 

뒤에 단어나 문장을 붙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Ma et al., 

2013). 기존의 해시태그는 특정 주제의 정보를 묶거나 

캠페인을 알리는 메타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분꿀꿀해질랑말랑’, 

‘#하늘은예쁜데내기분은별로’와 같이 사용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미하, 2015).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의 광고플랫폼 업체 라디움원의 

조사에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인 견해나 느낌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40.7%) 해시태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희진, 2015).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관심 끌기와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는 모두 

최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주목 받은 현상이나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현상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감정 공유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관심 

끌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에서는 관심 종자라는 판단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공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댓글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같은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둘째, 해시태그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지각된 관심 끌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에서는 

해시태그의 강조성과 보편성이라는 수사적 기능으로 

인해 감정 공유에 사용되는 것이라 파악하였다. 

해시태그는 본문과 구분되는 색깔과 형태로 작성된 

내용을 강조한다 (Daer et al., 2014). 띄어쓰기 없이 

간결한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주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게시물의 테마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보편성은 

게시물의 검색 가능성과 관련된다 (Bruns & Burgess, 

2011). 해시태그는 동일한 해시태그를 가진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동일한 해시태그와 유사한 게시물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게시물이 다수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보편성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조성과 보편성이라는 수사적 기능이 관심 종자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시태그가 활발히 사용되는 

사진 기반의 소셜 미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가상의 

게시물을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이 지각된 관심 끌기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2. 관련 연구 및 가설 

2.1.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 

본 연구에서는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이 

강조성과 보편성이라고 보았다. 지각된 강조성은 

공유된 게시물에서 타인의 감정이 얼마나 강조되었다고 

느끼는지로 정의된다 (Goncher et al., 2013). 

해시태그는 공유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표시 뒤에 붙는다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본문과 다르게 파란 

색으로 표시된다. Bruns & Burgess (2011)의 연구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해시태그가 게시물의 주제나 테마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긴 담론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담론의 주제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시태그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였을 

때도 동일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각된 보편성은 공유된 감정이 얼마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느끼는지의 정도로 정의된다 (Coffee & 

Rees, 2008). Daer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키워드 역할을 하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해시태그에 링크를 부여함으로써 동일한 해시태그를 

가진 게시물들을 모아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이를 위해 검색 되기 쉬운 보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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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Ma et al., 2013). 

사용자들은 해시태그를 볼 때,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키워드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2.2.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이 지각된 관심 끌기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관심 끌기는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이 

얼마나 타인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는 공유된 감정을 보는 사용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Uski & Lampinen 

(2014)는 진솔한 감정의 공유가 아닌 다른 의도가 

드러나는 감정 공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용자들의 모습을 사회적 규범의 일종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관심 끌기는 나르시시즘을 나타내는 한 가지 

특징이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내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의 관심을 기대한다 (DeWall et al., 

2011; Mo & Leung, 2014). Ong et al. (2011)은 

나르시스트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감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력적으로 

나온 사진들을 선택적으로 공유하고 자신의 근황을 

자주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하였다. Choi et al. (2015) 

역시 나르시시즘이 자신에게 주의가 쏠리고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관심 끌기를 원하는 나르시스트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에서 다른 내용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Buss and Chiodo, 

1991). 특히 감정과 같이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자신만의 특수한 정보를 강조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구한다 (Hart, 2001). 

그러나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감정을 공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눈에 띄게 된다. 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무시한 채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을 

공유 받는 입장에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의 감정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느껴질 수록 공유하는 사람이 

관심 끌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쉬워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 1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된 강조성은 지각된 관심 끌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과대평가 되었으며 비현실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 (Mo & Leung, 2014). 이를 통해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대상이라고 지각한다. 따라서 감정을 

공유 받는 입장에서는 독특한 감정이라고 판단될 수록 

관심 끌기의 목적을 가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될수록 지각된 관심 끌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다. Hume(1957)에 따르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록 타인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었는지를 쉽게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된 보편성이 높아질수록 

공유된 감정이 과장되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 공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설 2 는 다음과 같다. 

가설 2. 지각된 보편성은 지각된 관심 끌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각된 관심 끌기가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견해나 상황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지루함과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 Choi et 

al. (2015)는 이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거리 두기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거리 두기는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각된 관심 

끌기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정인 영향은 

소셜 미디어에서 인지되는 사회적 규범과도 연결된다. 

Uski & Lampinen (2014)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규범들에 대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들은 많은 댓글을 받기 위해 일부러 

글을 게시하거나 거짓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그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더욱 상호작용을 하고 싶지 않아 진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관심 끌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의 수로 측정하였다. 댓글의 경우 관심 

끌기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각된 관심 끌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설 3 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지각된 관심 끌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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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문항 개발 

3 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 문항 하나와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총 

22 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성은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기능의 사용 빈도로 측정하였다.  

이후 각 설문 문항의 문맥이 적절하게 이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 명의 인스타그램 및 폴라 

사용자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설문 문항들은 수정되거나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18 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설문 문항은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한 문항은 모두 3 개 

이상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과 각 문항의 출처는 표 1 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1. 설문에 사용된 문항과 출처 

개념 문항 출처 

지각된 

강조성 

EPS1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상태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Goncher, 

2013 EPS2 해당 게시물에서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EPS3 해당 게시물에서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강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각된 

보편성 

UNI1 해당 게시물을 통해 공유된 감정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감정이다. Coffee & 

Rees, 2008 UNI2 해당 게시물을 통해 공유된 감정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UNI3 해당 게시물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준다. 

UNI4 해당 게시물을 통해 공유된 감정은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지각된 

관심 끌기 

ATS1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은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Ames et al., 

2006 ATS2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ATS3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은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ATS4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자체 제작 

 

3.2. 자료 수집 

개발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 및 연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해시태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해시태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가 사진 기반의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문 참가자는 인스타그램 

혹은 폴라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는 89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중 

불성실 응답자 및 인스타그램 혹은 폴라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82 명 (여 66 명, 남 

16 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균 나이는 

26 세이며 20 세에서 42 세까지의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진 공유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설문에는 온라인 설문 툴인 Typeform 을 

활용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연구 

배경 및 설문의 목적에 대한 안내 글을 읽었다. 설문 

참가에 대한 동의 후 각 집단에 무선 할당 되었으며 

제시된 게시물을 보고 각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설문을 완료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7 분 이었다. 

설문에 사용된 게시물은 다음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설문에 사용된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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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효 설문 응답자인 총 

82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에 

대한 요인 분석을 위해 SPSS 18.0 과 SmartPLS 2.0 을 

활용하였다.  

4.1.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 

우선 수집된 데이터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문항 측정의 결과는 왜도와 첨도의 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구성 개념과 측정 문항에 대해 수렴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 판별 타당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표 

2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수치는 모두 0.70 을 

상회하며 t-value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Cronbach’s 

alpha, 평균 분산 추출(AVE)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을 

때, 모든 수치들이 권장기준을 상회하였다 (Fornell 

and Larcker, 1981).  

또한 판별 타당성은 특정 개념에 대한 AVE 의 

제곱근 수치가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 상관 관계 

수치를 상회했을 때 확보된다. 아래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각 AVE 의 제곱근 

수치가 그에 대응하는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4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차 적재량을 

통해서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표 2. 수렴 타당성 및 신뢰성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t-value 

Composite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EPS 

EPS1 0.876 12.140 0.828 0.618 0.741 

EPS2 0.763 3.838 

EPS3 0.709 3.374 

UNI 

UNI1 0.743 3.300 0.928 0.764 0.896 

UNI2 0.909 4.324 

UNI3 0.903 5.854 

UNI4 0.929 5.469 

ATS 

ATS1 0.838 19.416 0.917 0.736 0.880 

ATS2 0.862 27.538 

ATS3 0.909 41.650 

ATS4 0.818 19.647 

SOI Like 1  1 1 1 

표 3. 판별 타당성 

 EPS UNI ATS SOI 

EPS 0.786    

UNI 0.189 0.874   

ATS 0.391 -0.237 0.858  

SOI -0.043 0.195 -0.288 1 

표 4. 교차 적재량 

 EPS UNI ATS SOI 

EPS1 0.876 0.087 0.431 -0.025 

EPS2 0.763 0.217 0.188 -0.073 

EPS3 0.709 0.243 0.183 -0.018 

UNI1 0.215 0.743 -0.160 0.133 

UNI2 0.143 0.909 -0.18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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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3 0.166 0.903 -0.237 0.168 

UNI4 0.151 0.929 -0.235 0.173 

ATS1 0.333 -0.103 0.838 -0.224 

ATS2 0.240 -0.301 0.862 -0.371 

ATS3 0.341 -0.228 0.909 -0.189 

ATS4 0.430 -0.161 0.818 -0.192 

SOI -0.043 0.195 -0.288 1 

 

4.2. 동일 방법 편의 (Common Method Bias)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동일 방법 편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Harman’s single 

factor test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세 개 도출 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33.8%로 나타났다. 둘째, 

Liang et al. (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분산을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변수(Construct)와 방법 요인(Method factor)에 의해 

설명되는 항목의 분산 값으로 각각 나누어 비교하여 

동일 방법 편의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방법 요인적재량(Method factor loading) 

값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측정 항목들이 설명하는 

평균값은 0.757, 방법 요인이 설명하는 값은 

0.016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 방법 편의가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 지각된 

관심 끌기, 사회적 상호작용성 간의 인과 관계와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LS 를 이용하여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3 은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해시태그의 기능인 지각된 강조성과 지각된 보편성은 

지각된 관심 끌기의 25.3%를 설명한다. 이는 검정력인 

10%를 상회함으로 제시된 구조모형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Falk & Miller, 1992). 사회적 상호작용성의 

설명력은 8.3%로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다른 

개념들과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성을 행동 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점으로 보여진다.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은 지각된 관심 끌기에, 지각된 관심 끌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지각된 강조성은 지각된 

관심 끌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β = 0.452, p 

< .01). 지각된 보편성은 지각된 관심 끌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가설 2 도 지지되었다 (β = -

0.322, p < .01). 마지막으로 가설 3 과 동일하게 

지각된 관심 끌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β = -0.288, p < .05).  

지각된 관심 끌기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Preacher & Hayes, 2004). 검증 

결과 지각된 관심 끌기는 지각된 강조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성 사이에서 완전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하였다 (Full mediation, z = -2.328, p < .05). 지각된 

보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성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ial 

mediation, z = 1.714, p > .05). 

 

 
그림 3. PLS 구조모형 분석 * p < .05, ** p <. 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감정 공유가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감정이 공유되었을 때 

강조성과 보편성이라는 해시태그의 수사적 기능이 관심 

끌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로 이어지는 인과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 공유가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인 ‘좋아요’ 수가 감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해시태그를 통해 감정이 공유되었을 

때, 감정이 강조되었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록 

관심 끌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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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심 종자와 해시태그를 이용한 감정 공유는 

방송에서도 사용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을 공유하는 해시태그와 관련하여 강조성과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감과 반대의 

기능을 함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관심 끌기라는 개념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두 가지 현상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도출하고 인과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서의 해시태그의 기능을 보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공유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관심 끌기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강조성을 낮추고 

지각된 보편성을 높여줌으로써 해시태그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더라도 관심 끌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강조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시태그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각된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색 가능성을 강조하고 유사한 

해시태그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용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인스타그램이나 폴라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해시태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사용 기간이나 사용 패턴, 

친구 수, 해시태그에 대한 익숙도 등에 따라 측정한 

개념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의 게시물에 대해 단시간 상호작용을 

했다는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도출한 인과 모형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사용자들에 대해 실제 

사용자들의 계정을 분석하거나 종단적 실험 연구가 

향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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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크기와 글자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font and display sizes on the readability for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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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은 

화면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화면의 크기는 

글자크기와 상호 교환적 관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 크기와 글자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효과를 한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크기의 모바일 기기에서의 다섯 

가지 글자크기에 대한 읽기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피험자 33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교호작용이 나타났다.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는 글자크기 2.4mm 에서 가장 

빠른 읽기시간을 보였으며 2.6mm 에서는 가장 느린 

읽기시간을 보였다. 화면크기 대에서는 글자크기 

2.6mm 에서 가장 빠른 읽기시간을 보였으며 

2.2mm 에서 가장 느린 읽기시간을 보였다. 따라서 

최적의 읽기 수행능력을 위해서는 화면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글자크기 또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설계자와 사용자가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tivities with smart devices have been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and font legibility 

is the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these 

activiti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legibility of the devices is affected by display 

size, which is related to font size on the displa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play size 

and font size of Korean letter on readability of 

mobile devices. This study measured readability 

by examining reading time for three different 

display size with five different font sizes from 33 

participants. We analyzed the main effect of 

display size and font size, as well as their 

interaction effect.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display size and font size. On small display and 

medium display, the reading time was the 

shortest in font size 2.4mm, and the longest in 

font size 2.6mm. On large display, the reading 

time was the shortest in font size 2.6m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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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est in font size 2.2mm.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designers and users in selecting 

the display and font size. 

 

주제어 

Display size, Font size, Mobile device, Reading 

task, Readability 

 

1. 서론 

우리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으며 나날이 다양해지는 기능들로 인해 그 활용도 

역시 점차 다각화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사용빈도와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종이나 개인용 

컴퓨터를 주로 사용해왔던 신문읽기, 책읽기, 이메일 

확인 및 작성, 기타 문서작업이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동일한 과업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읽기과제의 난이도, 

작업시간, 과업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읽기 수행능력이 

기기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요소임은 분명하다. 높은 가독성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활동들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 반대로 낮은 가독성은 읽기 수행능력이 

저해되어 사용성이 떨어지며, 사용자의 만족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2]. 가독성은 모바일 기기의 설계에 

있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바일 기기는 기존의 가독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컴퓨터 화면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크기의 

화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에서의 

사용자 만족도와 읽기 수행능력은 모바일 기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3]. 화면의 크기는 모바일 기기의 

주요한 특징이며, 기기의 휴대성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화면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은 정보 전달력 및 

기기의 과업 수행능력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기기의 

휴대 용이성을 감소시켜 사용빈도 및 사용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된 

2007 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스마트 폰의 

화면크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6 와 아이폰 6+는 화면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능이 

동일하여 화면크기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화면크기를 가진 

스마트폰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용자들간의 많은 의견들이 토론되고 있다. 

화면크기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모바일 기기 선택에 있어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은 화면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화면의 크기는 글자크기와 상호 교환적 관계에 

있다[4]. 가독성에 관한 연구에서 글자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5]. 글자의 크기에 대한 연구는 

가독성이 연구된 이후부터 줄곧 논의되어 왔으며, 

글자크기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이 연구결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의 글자 크기에 대한 

가이드는 미비하다. 모바일 기기의 크기에 따라, 혹은 

과업의 목적에 따라 글자크기가 다르게 적용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는 시스템에서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 글자 크기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주로 쓰이는 글자크기인 

약 2.4mm 를 중심으로 하여 글자크기에 대한 

설계자들의 지침이 되고자 한다.  

가독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자의 크기는 언어권에 

따라 다른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문자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각 언어권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중국어와 아랍어가 그 뒤를 

이은 순의 연구결과들이 있다[6,7,8,9]. 이에 비해 

한글에 대한 가독성의 연구는 매우 소수인 실정이다. 

2014 년 조사된 전체 한국국민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 

보고에 따르면 10 대에서 50 대의 경우 70%가 넘어 

대다수의 국민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10]. 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의 한글 글자크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특히, 

한글의 경우 알파벳과 다르게 자음들과 모음들이 모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모아 쓰기를 하는 문자로써 다른 

문자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 실험을 통해 화면크기에 따른 한글 

글자 크기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 크기와 

글자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효과를 한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크기와 

글자크기는 중요한 변인이며, 읽기 과제 수행을 통해 

화면크기와 글자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보다 나은 가독성을 위한 화면크기와 한글 글자크기의 

선택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2. 문헌조사 

가독성에 관한 연구는 인쇄환경부터 VDT 장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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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어온 주제이다. VDT 장치에서의 가독성은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11,12,13,14], 최근에는 비교적 작은 

화면크기의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15,16,17].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은 인쇄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요인인 

글자종류, 글줄간격뿐만 아니라 휘도대비, 

디스플레이의 종류와 같은 요인이 더해져 복합적인 

변인들 사이에서 읽기수행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8,19]. 

Ryder[20]는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10 가지(글자크기, 글자 사이, 글줄 길이, 글줄 간격, 

판면 등)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 

중에서 판면(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크기)과 

글자크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화면크기와 

글자크기는 서로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간의 

교호작용에 대해 유의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면크기와 글자크기 간의 실험을 통해 

화면크기가 변함에 따라 글자크기에 따른 읽기 

수행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관한 선행연구 

First author Year 
Display 

type 
Display size Font size 

Lin, Hsuan[4] 2013 LCD 

6inch, 

8.1inch, 

9.7inch 

8point, 

10point, 

12point, 

14point 

Lee, Der-

Song[21] 
2011 

electronic 

paper 

91x123mm, 

100x130mm 

2.0mm, 

2.5mm, 

3.0mm 

Siegenthaler, 

Eva[22] 
2011 

electronic 

paper 

162x122mm, 

122x92mm, 

90x120mm, 

90.6x122.4mm

, 105x80mm 

1-4mm, 

2-6mm, 

2-7mm, 

3-4mm 

Huang, Ding-

Long[23] 
2009 LCD 

2.0inch, 

2.2inch, 

2.4inch 

1.0mm-

4.2mm 

(intervals 

0.4 mm) 

Lee, Der-

Song[24] 
2008 

electronic 

paper 

91x123mm, 

100x130mm 

1.4mm, 

2.2mm, 

3.3mm, 

4.3mm 

Hasegawa, 

Satoshi[25] 
2008 LCD 

2.0inch, 

2.4inch 

5point, 

8point, 

10point, 

12point 

Shieh, Kong-

King[26] 
2007 

electronic 

paper 

91x123mm, 

100x130mm 

2.4mm, 

3.2mm, 

3.7mm, 

4.3mm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중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표 1)에서는 이러한 

두 변인이 가독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화면의 크기는 2.1 inch 소형 모바일 폰부터 9.7 inch 

크기의 태블릿 PC 까지 다양했다. 화면의 종류로는 e-

ink display 과 liquid-crystal display 가 

사용되었으며, 주 사용용도 및 종류로는 e-book 

reader 가 가장 많았고, 모바일 폰과 태블릿 PC 가 그 

뒤를 이었다. 한글을 대상으로 하는 Park[27]의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한글글꼴의 글자크기 8pt, 10pt, 

11pt 에 대해 조사한 결과, Gulim style 의 글자크기 

8pt(약 2.8mm)와 10pt(약 3.5mm)에서 가장 높은 

가독성을 보였다. Huang[23]의 연구에서 1.0mm 의 

글자크기부터 4.2mm 까지 0.4mm 의 간격을 두는 총 

9 개의 글자크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피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250 dpi 해상도의 기기에서 

2.2mm 와 2.6mm 의 글자크기에서 가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Lin[4]의 연구에서는 4.2mm 의 

글자크기가 찾기과제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로 모바일 기기의 

화면크기에서 4.2mm 의 글자크기는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게 되어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한글을 

대상으로 한 앞의 두 연구 결과, 8pt 글자크기에서 가장 

높은 가독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8pt 보다 작은 

글자크기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모바일 컨텐츠들의 

본문용 글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연구보다 작은 

크기의 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최적의 글자크기 중 

가장 작은 글자크기인 2.2mm 와 2.6mm 를 바탕으로, 

0.1mm 의 간격을 두는 2.2mm, 2.3mm, 2.4mm, 

2.5mm, 2.6mm 의 다섯 개의 글자크기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 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글자크기는 모바일 기기에서 본문용 글자크기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2.3mm-2.5mm 를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실험 설계된 화면의 조건이 본 연구와 

상이하지만, 이와 같이 적용될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를 한글 글꼴을 통해 알아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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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 및 실험설계는 다음과 

같다.  

3.1 피험자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33 명(남자 29 명, 여자 

4 명)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다. 

평균연령은 25.8 세이며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다. 

피험자들은 현재 스마트 폰 사용자이며, 일주일에 최소 

7 시간 이상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난시 등이 없는 

정상시력을 가지고 있다.  

3.2 독립변인 

실험에 사용된 독립변인은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이다. 

화면크기는 소, 중, 대로 구분되는 세 가지 크기의 

모바일 기기를 선정하였다. 글자는 2.2, 2.3, 2.4, 2.5, 

2.6mm 의 다섯 가지 크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3 종속변인 

읽기과제의 종속 변인으로는 과제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과정을 비디오 녹화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을 1/100 초 

단위로 이미지 캡쳐를 하여 단위 시간에 따른 프레임을 

생성하였다. 과제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자극이 제시된 

시점의 프레임부터 피험자가 주어진 과제를 모두 

수행한 프레임까지를 산정하였다.  

3.4 실험장치 

본 연구의 실험장치는 세 가지 기기를 모두 애플사의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글자크기와 화면크기의 변수 외의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실험 기기를 선정하였다.  

실험대상이 되는 기기 중 화면크기 ‘소’에 해당하는 

iPhone 5 는 640 x 1136 의 해상도, 326 pixel per 

inch, 123.8 x 58.6mm 의 장치크기, 4inch 의 

화면크기를 가지고 있다. 화면크기 ‘중’에 해당하는 

iPhone 6+는 1920 x 1080 의 해상도, 401 pixel per 

inch, 158.1 x 77.8mm 의 장치크기, 5.5inch 의 

화면크기를 가지고 있다. 화면크기 ‘대’에 해당하는 

iPad mini 는 2048 x 1536 의 해상도, 326 pixel per 

inch, 200 x 134.7mm 의 장치크기, 7.9inch 의 

화면크기를 가지고 있다. 해상도는 화면크기에 

비례하여 화면크기 소에서 가장 낮은 해상도를, 

화면크기 대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보인다. 하지만 

픽셀의 밀도는 화면크기 소와 대에서 326ppi, 화면크기 

중에서 401ppi 로 픽셀 밀도가 높아 세 가지 기기 모두 

매우 선명한 화면임을 알 수 있다. 화면크기 소와 중의 

화면밝기는 500cd/m2, 그리고 화면크기 대의 

화면밝기는 450cd/m2 로 그 차이는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며, 실험과정에서 화면의 밝기는 가장 밝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실험장치는 모두 Liquid Crystal 

Display 이다.  

3.5 실험자극 

가독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과제의 수행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과제 수행방법 중, 읽기과제 reading 

task[28]를 이용하여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읽기과제는 

피험자에게 제시된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도록 요구하고 

읽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과제이다. 

읽기과제는 과제가 피험자에게 요구하는 절차가 자연적 

읽기와 유사하며, 실험진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29]. 이러한 과제 수행 방식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읽기활동과 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자연스러운 

실험환경에서의 읽기와 처리과정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신문이나 

이메일 등을 읽는 상황과 유사한 측정이 가능하다.  

읽기과제의 실험자극은 중학교 필독도서로 지정된 수필 

중에서 추출하여 과제의 난이도가 일관 되도록 

하였다[30]. Park[31]의 연구에서는 English reading 

test 용 번역 도서 중에서 난이도가 비슷한 본문들을 

발췌하여 한글 읽기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자극의 

난이도 및 복잡도를 통제하는 것은 피험자의 언어 

수준이나 선험적 경험에 의해 실험결과가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Chong[32]의 연구에서 

사용된 한글 읽기자극은 신문 뉴스 기사 중 사회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한 지식이나 

전문분야가 가독성에 미칠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자극의 가독량은 공백을 제외한 270 자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행간은 글자크기의 1.5 배로 

고정하였다. 모든 실험 장치에서 실험자극은 스크롤 

등의 페이지 넘김 없이 한 페이지 안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자극에 사용된 글꼴은 

‘애플산돌고딕네오(Apple SD Gothic Neo)’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글꼴은 애플사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한글 글꼴로, 한국의 애플사 

모바일 기기 사용자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애플산돌고딕네오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글꼴로 

글꼴의 형태로 인한 실험결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고딕체에 속하는 애플산돌고딕네오는 

글자크기의 작고 큼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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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험과정 

실험 시작 전, 사전실험을 통한 연습문제를 접하면서 

피험자들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후 본 실험의 

측정을 시작하였다. 실험 과제는 피험자에게 주어진 

실험자극을 평소에 글을 읽는 속도와 같이 자연스럽게 

읽되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30]. 실험설계는 각 피험자가 모든 

실험조건에 대해 과제를 수행하는 피험자 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를 이용하여 피험자간의 

개인차가 미치는 실험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표 2). 따라서 화면크기(3) x 실험과제(1) x 

글자크기(5)의 실험자극이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실험순서에 따른 독립변인 간 영향이 있을 것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균형법(counter 

balancing method)을 이용하여 실험장치와 

글자크기의 조합에 관한 순서를 균등하게 조정하였다. 

화면크기에 대한 세 가지 경우의 수인 소-중-대, 중-대-

소, 대-소-중의 순서에 대해 각각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수를 균등하게 조정하였으며, 글자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 가지 글자크기에 대해 총 

피험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각기 다른 경우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7 실험환경 

실험실 환경은 다음과 같이 통제하였다. 실험실의 

조도는 416lux 로 자연광을 차단하여 밝기를 시간대와 

관계없이 같게 유지하였다. 실험대의 높이는 

730mm 로 고정하였다. 피험자와 실험장치간의 거리는 

500mm 로 유지하였으며, 실험장치의 각도는 약 105° 

로 설정하였다[26,33,34]. 

 

4. 결과 

실험결과 분석은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해당하는 

주효과 (main effect)와 이들간의 상호작용효과 

(interaction effect)를 살펴보았다. 실험 자료가 

정규성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읽기시간의 실험결과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글자크기와 화면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실험분석 결과(표 2), 

화면크기에 따른 읽기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201, p=.302). 또한 글자크기에 따른 

읽기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580, p=.678). 

하지만 화면크기와 글자크기간의 교호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393, p=.001).  

표 2. 화면크기와 글자크기 효과 

Source F p 

화면크기 1.201 .302 

글자크기 .580 .678 

화면크기 x 글자크기 3.393 .001* 

*p<.05 

 

화면크기와 글자크기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해, 비모수 검정법인 Friedman test 와 Wilcoxon 

signed-rank test 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화면크기 모두에서 글자크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1). 화면크기에 따른 분석결과, 화면크기 

소에서 글자크기 2.4mm 와 2.6mm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3.137, p=.002), 화면크기 

중에서도 동일한 글자크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Z=-3.547, p=.000). 화면크기 대에서는 

글자크기 2.2mm 와 2.6mm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Z=-3.645, p=.000).  

 

 

그림 1.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읽기시간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읽기시간의 효과와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5.1 읽기시간  

읽기시간에서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교호작용이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기기의 가독성 연구에 

있어 큰 시사점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화면크기의 범위를 넓히고 글자크기의 

간격을 좁힌 결과로 나타났다. Hasegawa[25]의 

읽기속도 연구 결과, 2inch 와 2.4inch 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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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화면의 크기가 

화면크기에 따른 글자크기의 변화를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읽기시간의 

교호작용은 찾기시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대조적이다. 읽기과제의 특성에 의해서 실험자극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교호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읽기 수행능력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적의 읽기 수행능력을 위해서는 화면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글자크기 또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는 글자크기 2.4mm 에서 가장 

빠른 읽기시간을 보인 한편, 2.6mm 에서는 가장 느린 

읽기시간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 2.6mm 는 글자의 절대적인 크기가 커서 각각의 

글자가 더 잘 인식될 수 있다[35]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더 잘 읽을 수 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읽기과제에 

있어 최적의 크기는 아님을 의미한다. 화면크기 

대에서는 글자크기 2.6mm 에서 가장 빠른 읽기시간을 

보였으며 2.2mm 에서 가장 느린 읽기시간을 보였다. 

화면크기 대에서의 글자크기 2.2mm 는, 화면크기 소나 

중에서의 2.2mm 보다 화면크기 대비 상대적으로 더 

작게 인식되어 이러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상대적 크기로 인해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 글자크기 2.6mm 는 가장 빠른 읽기시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읽기과제 수행 시에 

일어나는 시선이동과 글줄길이의 영향이 있다. 

글자크기가 증가되면 하나의 글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글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글줄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어 잦은 시선이동이 유발된다. 반대로 

글자크기가 감소되면 하나의 글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글자의 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글줄 각각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글줄에 시선을 유지하며 글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긴장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글자크기가 지나치게 증가되어 잦은 시선이동이 

일어나거나, 글자크기가 지나치게 감소되어 하나의 

글줄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읽기 

수행능력은 저하되며, 화면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글자크기가 적용되었을 때 최적의 읽기시간을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는 2.4mm, 화면크기 대에서는 2.6mm 의 

글자크기가 시선이동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글줄길이를 

보이는 지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글자크기는 2.4mm 와 2.6mm 로 0.2mm 의 

차이이지만 읽기시간에 영향을 주는 수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사용자들이 

읽기 속도의 차이를 체감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실험 결과에 있어 글꼴의 종류 및 글줄의 길이 

등의 요소에 의한 영향력 여부를 추가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의 가독량 

보다 많은 양의 읽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읽기시간 

또한 이에 비례하는 차이를 보인다면 0.2mm 의 

글자크기로 인한 읽기 수행 능력 저하와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유발될 것이다. 본 실험에서의 가독량인 

270 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글자크기 2.4mm 와 

2.6mm 의 가독시간은 화면크기 소에서 3.287 초의 

차이를 보였으며, 화면크기 중에서 3.248 초의 차이를 

보였다.  

5.2 설계응용방향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설계자와 사용자가 화면크기와 

글자크기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화면크기에 따른 글자크기의 권장수치에 대한 

가이드는 표 3 와 같다.  

 

표 3. 화면크기에 따른 글자크기의 가이드 

글자크기 화면크기 

소 중 대 

2.2 mm - X 

2.3 mm - - 

2.4 mm O - 

2.5 mm - - 

2.6 mm X O 

 

화면크기 소와 중에서는 읽기과제를 수행하는데 

글자크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면크기 소와 중의 경우 읽기 활동을 위한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이에 따른 읽기 시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면크기 소와 중의 경우 

2.4mm 가 가장 권장되는 글자크기이며, 2.3mm 부터 

2.5mm 사이의 글자크기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화면크기 대의 경우 2.6mm 가 가장 권장되는 

글자크기이며, 2.6mm 에서의 읽기 시간이 다른 

글자크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으므로 되도록 해당 

글자크기를 고수하는 것이 실험에 사용된 글자크기 

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글자크기는 화면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글자크기의 효과에 대한 실험결과는 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컨텐츠인 모바일 러닝, SNS, 

전자신문, e-book, 이메일 등의 과업 수행 시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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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화면 크기와 

글자크기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를 한글 글꼴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보다 

나은 가독성을 위한 화면크기와 한글의 글자크기 

선택에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자크기로 

선정된 실험대상의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글자크기의 범위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는 270 자로 제한된 실험자극의 

가독량에 대한 결과임을 밝힌다. 추후 연구에서는 

화면과 글자의 절대적 크기 외에 읽기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화면의 비율 등을 

변인으로 하는 실험과 글줄길이, 글줄간격 등으로 

확장된 요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통해 

발전된 연구결과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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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영화관에서 접하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광고는 시각과 청각 

외의 감각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4DX 

영화관이라는 특정 환경에서는 후각이나 촉각과 같은 

새로운 감각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시각과 후각의 모달리티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즐거움과 

흥분 같은 감정을 쉽게 느꼈다. 그리고 그 정서적 

반응의 여파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도 차이를 

발견했다. 즉, 시각과 후각의 조화는 감정 반응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광고의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lfactory cue on advertisement attitude in the 

movies theater. Unlike existing ads, ads in 4DX 

theater can evoke a variety of sensations such as 

olfaction and tactility as well as vision and 

audition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features; 

hence, multisensory interaction between visual 

and olfactory cue was concentrated on. In this 

experiment, a between-subjects design (no scent 

vs. scent) was conducted. We prepared two 

separate rooms to manipulate the absence and 

presence of the sc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Our findings showed that the effects of 

scent help viewers to change emotional states, 

which have subsequent influence on attitude. 

Therefore, these results present a new interface 

applying to olfactory cue in producing 

advertisement.  

주제어  

광고, 환경, 감정, 태도, 모달리티, 시각, 후각  

1. 서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로 소비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접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체험적 경험을 원하는 니즈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은 소비자들의 목적에 맞게 2D, 

3D, IMAX, 그리고 4DX 등과 같이 상영관을 세분화 

하였다. 그 중, 4DX 영화관은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모션체어), 후각 (냄새효과), 그리고 날씨 효과 

(바람, 비, 안개, 눈)와 같이 오감을 자극하는 단서들을 

보급하고 있다 [1]. 마케팅 분야에서도 보다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감각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3]. 

아직 광고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접목한 사례가 많지 

않다. 광고는 생활 속에서 방대하게 접하는 시각콘텐츠 

중 하나이다. 그만큼, 광고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4], 다른 시각콘텐츠들처럼 특정 장소에 방문해서 

보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광고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광고에 집중해서 볼 상황이 존재한다. 

영화관에서는 상영 전, 누구나 광고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생생한 영상과 웅장한 음향으로 

임펙트있는 광고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4DX 상영관과 같은 특수영화관에서는 여러 감각정보를 

받을 수 있다. 즉, 광고 자체 내에서가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서 광고에 접목할 정보 또는 단서가 많이 존재한다. 

이를 Mehrabian 와 Russel [5]의 환경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 관점은 ‘S-O-R’ 단계에 따라 환경적 특징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고, 인간의 심리상태이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게 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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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6,7]. Fortin 와 Dholakia [8]은 

흥분(arousal)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끌어내므로 

광고에서 조성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감정은 소비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9].  

따라서 본 연구는 ‘S-O-R’ 연구모델에 기반을 두어 

광고를 접하는 환경에 따라 유발된 감정반응이 광고 

태도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2. 문헌조사 

2.1 S-O-R 연구모델 

‘S-O-R’ 연구모델은 자극(Stimulus), 유기체 

(Organism), 그리고 반응(Response)으로 

나누어졌으며, 환경적 요소가 자극으로써 심리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델이다 [5]. 다시 말하자면, 자극은 

감정상태를 촉발하는 매개체인 환경적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체는 감정으로 회피 (avoidance)나 

접근 (approach)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델은 주로 마케팅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6,7],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영화관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여러 감각을 자극하며 풍부한 경험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4DX 영화관의 환경적 특징이 

감정을 보다 쉽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접근반응을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2.2 환경 

4DX 영화관은 특수 영화관 중 하나로, 2D (일반 

영상)이나 3D (입체영상)과 더불어 체감적 효과인 모션 

체어, 물, 날씨 효과 (바람, 비, 안개, 눈) 와 특수효과 

(비눗방울, 레이저, 조명, 향기)를 제공한다 [1]. 다시 

말하자면, 4DX 영화관 내 관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그들이 보는 영상과 영상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분위기로서의 특수효과들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지원하는 영화관 환경은 하나의 

감각만을 전달하지 않고 여러 감각을 함께 자극하는 

모달리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향기와 

모션체어는 영상에서 부족한 감각자극 (후각과 촉각)을 

느끼게 한다. 이외의 효과들은 기존의 시각과 

청각단서를 전달할 뿐이다. 그러므로, 4DX 영화관은 

색다른 감각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즉, 영상 

내용에 알맞게 여러 효과를 전달함으로써 분위기를 

형성하고 관객들에게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을 더해준다.  

환경 안에서의 분위기는 '소비자의 반응을 부추기기 

위한 공간의 요소이자 감정상태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의 

요소’라고 정의했다 [10]. Eroglu et al. [6]는 환경적 

요소를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 디자인 

요인(Design factor), 그리고 분위기 요인(Ambient 

factor)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요인을 

소비자와 직원과의 관계, 디자인 요인을 모든 시각적 

단서, 그리고 분위기 요인을 시각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감각 단서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디자인 

요소는 모든 시각적 단서로 정의된 것처럼 [6], 이를 

광고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즉, 시각요소는 광고의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2]. Sung 와 

Cho [4]는 광고를 미디어 매체에 따라, 텍스트(text), 

스틸(still), 그리고 움직임(motion)으로 구별했다. 

영화관에서의 광고는 그래픽, 이미지, 색깔, 그리고 

형태를 포함한 움직임에 해당한다. 또한, 시각과 청각 

정보가 같이 전달되는 특징을 지녔고 [13], 다른 

매체들보다 쉽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4]. 

그래서, 광고는 손쉽게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 유발할 수 

있다 [9,14]. Simons et al. [14]는 여러 정서 중, 흥분 

반응이 높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유발된 감정은 

광고태도나 이를 회상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4]. 이러한 효과는 환경 내, 분위기 요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위기 요소는 소리, 향기, 조명 등과 같이 시각적 

특징이 없는 단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6]. 우선, 청각은 

시각 다음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각이다 [2].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상호 작용은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각단서는 이미 광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기존 광고에서 활용되지 않는 단서인 

4DX 영화관이 지원하는 특수 효과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수효과는 동작효과와 환경효과로 나눌 수 있으며, 

모션체어는 동작효과에 향기와 연기 같은 효과는 

환경효과에 해당한다 [1]. 향기는 어느 대상이나 

물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고유향기가 있고, 공간에 

분위기처럼 존재하는 환경적 향기로 나눌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상영관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환경효과처럼 분위기로서의 향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보고자 한다. 타 감각기관인 시각, 청각, 

촉각보다 후각은 분위기(atmospherics), 

반응(response), 그리고 감정(emotion)을 보다 쉽게 

부추길 수 있다 [15,16]. 이는 후각이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변인계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17].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에서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후각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g., 

Abercrombie & Fitch, 스타벅스, 기아자동차). 또한, 

Bone 와 Ellen [18] 는 후각단서가 매우 미흡한 

정보단서이므로 주변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해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Wang [19]도 후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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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래서 

후각과 다른 감각의 상호작용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시각 매체에서 후각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1]. 이는 후각이 시각정보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22]. 그러므로 

분위기 요소인 후각단서는 시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태도에서 감정을 다양하게 내보이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3 감정 

환경 내, 단서를 통해 즐거움(pleasure)과 흥분 

(arousal)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3,14,23]. 

Menon 와 Kahn [23]는 즐거움은 선량(goodness), 

기쁨(joy), 행복(happiness), 만족(satisfaction)을 

표현하는 감정으로, 흥분은 자극(stimulation), 

활기(activity), 기만함(alertness)으로 묘사할 수 있는 

감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흥분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8].  

광고는 간접적이든 비간접적이든 시각을 자극하면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9]. Zajonc [24]은 광고를 

정서적 반응을 부추기는 트리거로 여기고 있다. 물론, 

유발된 감정은 개인에 따라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9].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서가 

광고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였다 

[9,25]. 

후각은 향기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향기는 크게 꽃 (floral), 시트러스 (citrus), 우드 

(woods), 스파이스 (spices), 그리고 민트 (mints)로 

구별할 수 있다 [3]. 그들은 시트러스 향과 민트 향이 

즐거움과 흥분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트러스 향은 즐거움과 흥분을 동시에 유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6,27,28]. 그리고 이는 

4DX 영화관에서 초창기부터 제공하는 향기 중 

하나이다 [1].  

이처럼 시각과 후각단서는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내 단서들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태도 

연구모델에서, 접근(approach) 혹은 회피(avoidance) 

는 감정을 통해 영향을 받는 반응이자 마지막 단계임을 

보여준다. Mehrabian 와 Russell [5]은 접근반응은 

특정환경에 의해 형성된 긍정적인 행동들로, 

회피반응은 이와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접근반응을 환경에 머물고 싶고, 

환경을 탐색하고 둘러보고자 하는 바람, 환경단서를 

통해 자극 혹은 느낌을 전해 받고자 하는 마음과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의 정도로 설명하였다 [5]. 

이러한 반응들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다.  

본 연구는 4DX 영화관이라는 환경이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여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기존 연구에서 

시각과 후각단서가 긍정적인 감정(즐거움, 흥분)을 

유발할 수 있고 [3,12], 이러한 감정이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효과에 따라 [14,25], 접근반응을 태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Clow et al. [12]은 광고태도를 

‘광고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는 정도’로 

정의했다. 이를 쾌락적 (hedonic), 유용적 (utilitarian), 

그리고 흥미적(interestingness)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29]. 그들은 쾌락을 재미있고 즐거운 정도, 

실용을 나에게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설명했다. Park et al. [30]은 이를 마케터들이 

광고가 효과적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흥미는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다 [29].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가 광고에 나오는 

상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3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발된 감정반응에 따라 광고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후각을 제시함으로써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므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후각단서는 감정(즐거움, 흥분)을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H2: 후각단서에 따라 감정이 유발됨으로써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각여부에 따라 두 집단(후각단서-

존재/비존재)으로 나눈 피험자간설계(between 

subjects design)로 진행했다. 실험에서 후각단서는 

독립변인로써, 태도는 종속변인로써 측정하였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 후각단서에 대한 예비실험(pre-

test)을 수행하였다.  

3.1. 예비실험 

감정을 유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후각 자극선정을 

위해 예비실험을 진행했다. 즐거움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는 시트러스와 민트가 존재한다 [3]. 

그리고 후각단서가 감정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향기가 없을 때랑 있을 때를 견주어보았다. 그래서 세 

집단 (무향, 시트러스향, 민트향)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Hulshof [27]의 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을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78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Olney et al. [29]의 연구를 참고하여 두 

항목(즐거움과 흥분)으로 나누고 7 점 의미차별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정했다. 이에 대한 

설문지 구성과 문항은 다음 <표 1>에서  보여준다. 각 

조건에 대한 감정상태를 대학생 60 명으로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5.837, p<.01).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 향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었고 시트러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그러므로 후각 단서로 

시트러스 향을 선정했다.  

표 1. 설문지 구성  

 

 

표 2. 후각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향기 M SD F P 
Scheff

e 

무향(a) 

(n=20) 
4.12 1.00 

5. 

837 
.005 b,c > a 

시트러스(b) 

(n=20) 
5.02 .908 

민트(c) 

(n=20) 
4.85 .719 

 

3.2. 광고선정 

영화관에서의 광고는 극장예고, 에티켓, 비상대피 

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의류, 화장품, 

휴대전화, 자동차와 같은 여러 제품의 광고, 지역광고, 

영화광고, 공공기관홍보처럼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상영된다. 극장 외의 다른 광고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상영빈도가 높은 휴대전화 광고를 선택했다. 기존의 

여러 광고를 합쳐서 하나의 긴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은 광고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1. 본 연구실험의 광고 이미지  

3.3. 실험설계 및 실험절차 

본 실험은 향기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영화관과 유사하게 스피커, 빔프로젝터와 여러 

의자가 준비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4DX 

영화관에서 광고와 함께 향기를 전달하는 상영관이 

없으므로 영화관 환경을 재현하게 되었다. 알레르기나 

무취증이 없고, 4DX 영화관람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50 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은 그룹별로 

5 명에서 9 명씩 한꺼번에 실시했다.  

실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피험자에게 직접 

설명해주었다. 이후, 본 시행으로 들어갔다. 우선, 

후각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집단부터 실시했다. 

피험자가 의자에 다 앉으면 전등을 끄고 암실처럼 

실험실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광고를 

그들에게 5 분 정도 보여주었다. 영화 시작 5 분 전은 

광고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광고가 끝난 후, 광고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광고태도는 Olney et al. [29]에서 제시한 

문항을 적용하였다. 이를 7 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와 같다. 또한, 

피험자에게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그룹별로 

실험시간은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후각단서를 전달받는 집단을 진행하였다. 

후각단서 외에는 모든 요소(광고 노출시간, 조명, 

구성내용 문항 문항수 

즐거움 

즐거운(Happy),  

기쁜(Pleased), 

만족하는(Satisfied), 

자족하는(Contented), 

기대하는(Hopeful), 

편안한(Relaxed) 

6 

흥분 

자극적인(Stimulated), 

신이 난(Excited), 

광분한(Frenzied), 

초조한(Jittery), 

깨어 있는(Wide awake), 

흥분한(Aroused) 

6 

총 문항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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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공간 내 향기가 발향하도록 디퓨저를 1 시간 전에 

놓아두었다. 본 시행에서는 아로마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향기를 발향했다. 같은 절차로 실험한 후, 

설문지 응답을 받아냈다. 그룹별로 실험시간은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표 3. 설문지 구성 

 

4.결과 

본 연구는 ‘후각 존재 여부에 따라 광고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후각단서에 따른 광고태도의 

차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6.069, p<.01).  

그리고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향기가 

쾌락적(F=22.585, p<.01)와 유용적(F=17.016, p<.01),  

흥미적(F=18.267,p<.01)에 의미성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유용적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효과에 대해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후각이 광고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광고태도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향기 M SD F P 

무향 

(n=25) 
3.48 1.06 

26.069 .000 
시트러스향 

(n=25) 
4.86 .837 

 

표 5. 광고태도에 관한 주효과 

항목 향기 M SD F P α 

쾌락적 비존재 3.32 1.32 22 .000 .821 

존재 4.80 .832 .585 

유용적 
비존재 3.78 .879 17 

.016 
.000 .819 

존재 4.91 1.05 

흥미적 
비존재 3.35 1.46 18. 

267 
.000 .884 

존재 4.88 1.04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후각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한 결과, 시트러스 향을 제공한 집단의 

광고태도가 높았다. 이는 후각단서에 따라 광고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 내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정을 보다 쉽게 유발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Lin [16], Machleit 와 Wilson [25], 

Menon 와 Kahn [23] 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 S-

O-R 모델 [5]을 광고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후각단서를 통해 광고태도가 

향상되었으므로 새로운 광고의 방식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각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환경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렇듯, 후각 활용을 

고려함으로써 소비자가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더 해주는 새로운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광고 내의 시각과 후각 정보만을 

다루고 청각 정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각과 후각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의 제품군과 

브랜드를 다양하게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추후 광고태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산업의 

광고를 제공하면서 후각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각 분야에 적합한 향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향을 전달하여 소비자에게 

모든 광고에 집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통합적인 향을 통해 여러 

향기들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감성을 

유발하여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후각을 전달하는 기술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영화관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들이 광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종속변인 태도 

쾌락적 4 

유용적 4 

흥미적 4 

총 문항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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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웰-니스의 개념이 이슈화 되고 있다. 

웰-니스 산업은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유-웰-니스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업의 정의나 

전략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을 통해 

웰-니스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한 뒤, 사용자 조사를 통해 6 가지 운동행태 

요소를 도출하여 유-웰-니스 서비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ellnes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has become a rising 

issue lately. As healthcare industry, wellness 

which i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develops into u-wellness service, 

however, the related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set up a target group 

that seek the wellness through exercise and 

drew the 6 user action factors through 

observation and analysi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digital wellness service design 

developing with IT industry. 

 

주제어 

웰-니스, 사용자 경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본문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100 세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료적 차원에서의 건강함을 넘어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치료중심의 

헬스 케어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의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다.  웰-니스 산업은 

IT 산업과 융합하여 유-웰-니스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며, 피트니스, 스포츠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피트니스용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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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2012 년에서 

2017 년까지 약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1]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이 스마트 단말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나 활동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스스로 파악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자가수치화 

(Quantified Self)라는 개념이 피트니스 시장에서 

주목 받는 트렌드 중 하나가 되었다.[2] 따라서 웰-

니스 서비스에서는 평상시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이 제품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운동행태를 분석하여 유-웰-니스 분야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운동을 통해 웰-니스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디지털 웰-니스의 개념과 운동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알아본 뒤, 관찰과 분석을 통해 사용자 

운동 행태를 6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6 가지의 키워드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추가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한 후, 

사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사용자 니즈 포지셔닝 맵을 구성하여 각각의 

위치별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후 유-웰-니스 서비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웰-니스의 개념 및 현황 

웰-니스는 1650 년대 옥스퍼드 대학 영어사전에서 

질병(illness)의 반대 의미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면서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포괄하는 

의미가 되었다.[4,5] 최근에는 웰-니스 산업은 IT 가 

융합되어 유-웰-니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 스스로의 

건강데이터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건강관리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6]  

 

2) 웰-니스에서의 사용자 경험 

신체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의 체력과 건강증진, 

행복한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웰-

니스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운동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몇 개월 안에 중단하게 

된다. 이에 지속적인 운동과 관련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지속의 결정요인을 

사용자 경험 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7,8] 

표 1 운동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용자 

특성 

개인적 요인 과거 운동경험, 여가시간 활동, 인구 

통계학적 변인, 체력 수준 및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성격, 지식, 태도 

사회, 

환경적 

특성 

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 운동 집단의 규모 

환경적 요인 지역적 특성, 기후적 특성, 운동에 

대한 자극, 기타 외부 환경 요인 

제품 

시스템 

특성 

프로그램 

요인 

운동시간 및 장소의 용이함, 운동 

시설의 편리함, 운동 강도 및 

프로그램 구성, 트레이너 능력 

 

최근에는 생활 환경의 개선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인해 운동 참여자들은 이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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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운동의 

참여율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개인의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밀하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친숙함과 만족감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스마트 헬스 케어의 UX 

디자인 시 중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용 맥락을 인식하여 적당한 반응을 보이는 

맥락인식이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둘째, 인간의 

상황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방식을 다르게 

해야한다. 셋째, 기록의 기능 보다는 분석의 기능이 

중요하다. 넷째, 총체적 경험 디자인이 중요해진다. 

다섯째, 다양한 디바이스 별 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한 다채널 UX 전략이 필요하다.[9] 이러한 운동 

지속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스마트 헬스 케어 

UX 요인들이 고려된 운동과 관련된 유-웰-니스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웰-니스 사용자 UX 요구조사 

1) 사용자 행태 분석 

웰-니스의 등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과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유-웰-니스 서비스 구성을 위해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니즈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운동 

장소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운동행태를 보이는지 

조사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 4 회 , 천, 강 주변 

운동장소 2 회, 운동장 및 등산지역 2 회의 관찰을 

진행하였다. 총 8 회의 관찰을 통해 발견된 

사용자들의 행동을 4 단계로 그룹화 시킨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총 6 가지의 큰 

카테고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 2 

에서 최종 두 단계의 그룹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 Affinity diagram 을 통해 도출 된 6 가지 요소 

6 가지 요소  최종 그룹화 3 차 그룹화 

Entertaimnent 재미있게 운동하고 

싶다. 

재미있게 운동하고 

싶다. 

Showing off 과시하고 싶다. 운동하는 사진을 

과시하고 싶다. 

전문적 장비를 

통해 과시하고 

싶다. 

Pattern 자신만의 운동 

패턴이 있다. 

자신만의 운동 

방법이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각하며 

운동한다. 

Community 함께 운동하고 

싶다. 

함꼐 운동 하고 

싶다. 

Convenience 다른 것에 방해 

받지 않고 운동 

하고 싶다. 

소지품이 많아 

불편하다. 

운동에만 

몰입한다. 

Information 정보를 알고 싶다. 활동량 정보를 

알고 싶다. 

운동방법을 알고 

싶다. 

 

2) 6 가지 요소에 따른 세부 사용자 조사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도출된 6 개의 키워드에 

따른 사용자의 니즈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각 

키워드에 맞는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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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지루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로 사용자들은 음악을 듣고, TV 를 보면서 운동을 

하거나 타인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관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소지품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 

중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핸드폰이나 이어폰을 

소지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커뮤니티에서도 

운동의 지루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타인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1 운동 시 병행하는 행동 

 

• Showing off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타인의 시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SNS 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SNS 조사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동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분류하여 각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들은 자신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며, 자신의 운동 용품 및 몸매에 대한 

과시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의 모습에 대해 

자극을 받아 동기를 부여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2 SNS 사용 현황 

.  

• Pattern 

사용자들의 운동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 사용자군 

2 명을 선발하여 포토다이어리를 진행하였다. 

포토다이어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운동순서를 살펴 본 

결과 크게는 주로 스트레칭,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순으로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운동 방법이나 

기구 등은 운동 상황 및 컨디션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포토 다이어리를 이용한 사용자 패턴 분석 

 

• Community 

운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웹 커뮤니티 사용용도와 운동 

시 타인과 함께 운동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주요 포탈 

3 군데를 중심으로 운동과 관련된 상위 1, 2, 3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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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인 다이어트, 운동, 헬스를 포함한 커뮤니티를 

조사하였다. 이 중 다이어트 키워드를 포함한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운동정보와 후기 및 효과, 일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운동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운동 관련 키워드 별 커뮤니티 수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타인과 함께 운동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각 장소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주로 혼자 운동을 하지만 웹이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운동 상황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태가 

나타났으며, 외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로 

타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림 5 함께 운동하는지에 대한 여부 

  

커뮤니티 키워드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니즈와 

운동 장소에 따라 운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Convenience 

운동에 방해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의 Convenience 를 

알아보기 위해 16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4%의 응답자는 ‘방해된다.’는 이유로 

운동 시 소지품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소지품을 소지하는 66%의 응답자들은 주로 

핸드폰, 이어폰, 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사물이나 헬스 기구 등에 소지품을 올려놓는 것으로 

보아 소지품을 들고 다니는 경우에도 운동에 방해 

받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소지품 소지에 관한 질문 

 

• Information 

웹 상에서 운동정보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 포탈을 이용하여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를 

조사하였다. 운동 키워드로는 Community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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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 다이어트, 운동, 헬스로 선정하였고, 각 용어의 

연관 검색어와 검색률 추이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 이 세 가지 용어를 분석해본 결과, 

2013 년 이후 건강한 삶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운동에 대한 검색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7 운동 관련 용어의 검색률 추이 

 

각 옹여 별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면, 헬스는 트레이너, 

헬스장, 방법, 순서, 기구, 헬스 케어 등과 관련된 

검색어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운동은 운동종류, 

기구, 다이어트, 헬스 순으로, 다이어트는 음식, 식단, 

운동방법, 후기 효과 등에 대한 검색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 중 운동에 대한 용어의 범위가 가장 

넓었으며, 헬스와 다이어트는 운동 범위에 상당부분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가지 용어를 통해 

공통적으로 사용자들이 알고자 했던 정보는 

운동방법과 종류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8 운동 관련 용어간 공통 범위 

 

 

 

3) 6 가지 요소에 따른 사례 조사 

세부 사용자 조사 이후 각각의 키워드가 유-웰-니스의 

유망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 

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25 개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3 6 가지 요소 별 피트니스 앱 정보 형태 분석 

6 가지 요소 정보 형태 내용 

Entertainment 

즉각적 재미 형 
운동 중에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미요소를 

제공하여 지루함 감소 

과정적 재미 형 
활동량의 누적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 

Showing off 

SNS 형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SNS 공유 형 
활동 내역을 SNS 에 

공유할 수 있는 버튼 

형태로 제공 

Pattern 

기록 형 사용자 

지정 형 

사용자 스스로 일정 및 

정보의 제공 범위를 지정 

분석 형 

과거 

분석 형 

사용자의 과거 운동 

내역을 타임라인 형태로 

패턴화 하여 정보 제공 

맞춤 

추천 형 

사용자를 분석하여 

맞춤화된 정보 추천 

Community 

경쟁 형 
활동량을 타인과 

경쟁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 

응원 형 응원 및 지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형태 

공생 형 함께 운동하면서 서로의 

운동에 도움을 주는 형태 

Convenience 

연동 형 
웨어러블 기기,  타 앱의 

연동으로 활동량 관리의 

편리성 제공 

다 감각 형 
시각 이외의 청각, 촉각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제공 

Information 

활동량 정보  

제공 형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활동량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운동 정보     

검색 형 

다양한 운동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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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요구 분석 

심층적인 사용자의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통해  

도출된 6 가지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 별 세부 

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잠재 니즈 포지셔닝 맵을 

구성하였다. 사용자 잠재 니즈 포지셔닝 맵의 가로 

축은 운동서비스의 축이 될 수 있는 주 기능과 부 

기능으로 배열하였고, 세로축은 사용자들의 심층적인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각 세부 키워드들을 기준에 맞춰 

배치하여 6 가지 카테고리 별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였다. 

그림 9 사용자 잠재 니즈 포지셔닝 맵 

 

 

표 4 사용자 니즈 분석 

 

6 가지 요소 분석 방향성 

Entertainment 

감정적 요소의 키워드들이 주로                         

주 기능, 잠재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포  

 

부정적 감정 

요소의 해결을 

위한 물리적, 부 

기능적 요소들의 

활용이 중요 

부정적 요소 해소를 위해 부 

기능, 물리적 영역에 해당 하는 

요소로 해결 하려 함 

Showing off 

Showing off 는 의식영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요소의 의식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동기유발과 

관련된 운동의 

보조적인 역할 

로써 Showing 

off 활용 
Showing off 는 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요소들을 통해 과시 

하고 동기유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Pattern 

다양한 운동방법들이 주 기능, 

물리적 요소로 행해지고,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 되면서 무의식적, 

주 기능으로 심화되어 패턴을 

형성함  

 

 정보를 제공 

하는 Informa -

tion 과 무의식 

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Conven -

ience 요소와의 

연계를 통한 

운동 습관 형성 

부가기능의 영역에서는 패턴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부가기능을 통해 무의식을 

건드려 자연스럽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됨 

Community 

부기능에 의식적, 잠재 의식 

영역에 분포하며, 

Entertainment, Showing 

off 와 비슷한 분포를 띄고 있음  

 

Showing off, 

Entertainment 

부기능에 위치한 

요소와의 연계를 

통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심리 

해소 

Showing off 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함께 

함으로 써 지루함을 해결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음 

Convenience 

의식적 영역 전 부분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아 소지품을 

의식적으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함을 알 수 있음    

운동의 집중력 , 

편리성을 위한 

주기능으로써의 

활용 및 지루함 

감소를 위한 부 

기능으로써 

Convenience

활용 

소지품을 이용해 지루함을 해결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음 

Information 

주로 의식적 영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들이 의식적 

으로 정보를 찾아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음 

Convenience, 

Pattern 

요소와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들 

에게 맞춤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로써의 

Information 

활용 

Convenience, pattern 과 

유사한 분포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아  Convenience 를 통해 

무의식의 영역을 건드려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운동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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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운동경험에 영향을 주는 6 가지 

요소를 도출한 뒤, 각 요소별 사용자의 니즈를 

살펴보았다. 각 요소별 사용자 니즈를 분석해본 결과,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니즈가 다른 요소들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디자인 방향이 실제로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디자인 방향에 대한 검증이 추후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운동과 관련된 웰-니스 분야로 

한정 시켰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반적인 웰-니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웰-니스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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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뉴스를 단어 중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문장 수준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방법을 제안한 뒤, 그에 따른 시행연구를 실시했다. 

뉴스 문장연결망은 의미연결망의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실명 직접인용문을 결점으로 하는 

의미연결망을 뜻한다. 연결은 기사공동출현 여부와 

유사도를 결합한 관련도에 의해 부여한다. 이 때 

유사도는 명사를 기준으로 인용문 간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한다. 관련도에 의한 인용문 행렬은 

기사공동출현에 의한 인용문 행렬과 유사도에 의한 

인용문 행렬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 때 두 행렬은 

척도가 다르 시행연구로는 2011 년 8 개 중앙지의 분단 

관련 기사 405 개의 인용문 949 개를 대상으로 

뉴스문장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구성집단의 

지름 에 해당하는 주요경로 상에 있는 인용문의 내용을 

살펴봤다. 뉴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담고 있으며 한 기사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핵심 

주장이 인용문을 통해 간결하게 묶여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연결망을 구성하면 일종의 토론기계를 위한 

말뭉치를 대규모로 자동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news sentence network 

analysis algorithm based on similarity and 

cooccurence. News contains abundant 

arguments with facts and quotes those are 

critical to represent agendas. News sentence 

network is a semantic network which consists of 

quotes as nodes. Connectivity is defined by 

relevance between quotes. Relevance matrix is 

the sum of similarity matrix calculated by cosine 

similarity algorithm and cooccurence matrix. 

This study analyzed 949 quotes from 405 news 

articles and visualized networks. The results 

verified that semantic paths were well defined to 

show the sequence of sub-agendas. News 

semantic network analysis algorithm can 

provide a methodology to automatically 

generate a massive corpus in a sentence level as 

a training set to develop a debating machine. 

주제어  

뉴스문장연결망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유사도, 

공동출현, 토론기계 

1. 문제제기   

사회과학계에서도 사회 구조와 인간 행동에 대한 

빅데이터(big data)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컴퓨터 이용 사회과학(computational social 

science)이 주목을 받고 있다.[1][2] 특히 

소시오메트리(sociomatrix)[3]를 시작으로, 6 단계 

분리 법칙(six degrees of separation)[4], 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5], 하버드 

학파의 집합이론(set theory)과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의 활용[6],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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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성 지표(centrality)[8], 3 단계 영향 규칙(three 

degrees of influence rule)[9], 작은 세계(small 

world) 현상[10] 등 사회학과 사회물리학 분야에서 

연결망 분석 방법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이용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확산에 따라 사회연결망 분석을 응용하여 텍스트 

의미를 분석하는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주목을 받고 있다.[12]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방법과 함께 결점(node)와 

연결(edge)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뉴스 기사, 특히 문장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장을 결점으로 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널리 활용되는 

공동출현(cooccurence)을 유사도(similarity)와 함께 

활용하여 연결을 정의한 의미연결망을 구성한다. 즉 두 

문장은 유사하거나, 기사에 공동출현했기 때문에 

관련된다. 이 때 유사도 정보와 기사공동출현 정보는 

측정 단위가 다르다. 즉 유사도는 비율변수이고 

공동출현은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한쪽을 어느 

한쪽으로 변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뉴스문장의미연결망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분단’ 관련 실제 기사에서 추출한 

인용문에 대해 시행연구(pilot study)를 실시했다. 

 

2. 뉴스의미연결망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뉴스의미연결망 분석은 공학적으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나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연구와 관련된다. 대표적으로는 중복 

기사를 군집화하고(clustering)[13], 핵심어를 

추출하고(topic detection)[14], 지면을 분류하고 

(classification)[15], 요약하고(summarization)[16], 

평판분석(opinion mining)을 하는[17]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NLP 를 자동화하고 형태소분석 

(morphological analysis)과 구문분석(syntax 

analysis)을 바탕으로 단어를 분석 단위로 접근한다. 

반면 언론학에서는 NLP 는 수작업에 의존하며, 개념과 

문장 수준에서 맥락을 중시하는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을 주로 수행한다. 물론 최근에는 NLP 도구와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절분석, 형태소분석 

등 간단한 NLP 를 통해 단어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한 뒤 빈도나 연결정도 중앙성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분석 단위가 형식적인 

단어나 명사 중심으로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는 분석 

수준 문제, 낮은 수준의 NLP 만을 수행하는 NLP 성능 

문제, 중앙성 분석을 저널리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의미연결망 분석에 도입하는 사회연결망 

분석 오용 문제 등의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스 의미연결망 분석을 

개체명 중심으로 수행하려는 시도가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news source network analysis, 

NSNA)이다.[19] NSNA 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뉴스소스 베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아카이브 <카인즈(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의 

3000 만 여건 기사에 대해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한다. <뉴스소스 베타>는 형태소분석과 구문분석을 

비롯해 중복 문장 및 중복 기사의 군집화, 대표 문장 및 

대표 기사의 제안, 대용어해소와 의미 중의성 해결과 

같은 의미분석, 뉴스 정보원 연결망의 동적 시각화와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동한다.[20][21] <뉴스소스 

베타>를 이용하여 정보원과 인용문 분석, 기관 연결망 

분석, 주제 연결망 분석, 정보원‐주제 연결망 분석, 

기관‐주제 연결망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NSNA 는 개체명 수준의 분석, 즉 인명과 기관의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비교적 저널리즘 관점에서 

해석이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NSNA 는 

여전히 분석 수준 문제를 갖고 있다. 공학에서는 흔히 

문서를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담화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형식언어학(formal linguistic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반면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특히 

언론학과 저널리즘 관행에서 중시하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에서 텍스트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22]. NSNA 는 효과적인 인용문 

분석을 위해 인용문의 가중치를 정보원의 가중치로 

환원한다. 즉 순위가 높은 정보원의 발언을 중요한 

인용문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주요 인물의 발언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며, 주변적 인물의 발언이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검색과 관련한 재현율(recall)과 정확도(precision)의 

트레이드오프(trade off) 문제도 있다. 즉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에서 정보원과 인용문을 추출할 경우, 

기사는 해당 검색어와 부분적으로나마 관련되겠지만, 

인용문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즉 인용문의 재현율은 

높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예컨대 질의어를 ‘감세’로 하고 기사를 추출할 때, 어떤 

기사는 전적으로 감세에 관한 기사일 수 있지만, 어떤 

기사는 ‘대선’의 하위 의제로서 ‘감세’를 부분적으로만 

다룰 수도 있다. 그 결과 ‘감세’가 포함된 기사의 인용문 

가운데 ‘감세’가 아닌 ‘대선’의 다른 하위 의제, 예컨대 

‘안보’에만 관련된 인용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라는 단어가 포함된 인용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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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filtering)한다면 이번에는 정확도는 100%에 

가깝게 되지만, 재현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즉 문장 

안에 ‘감세’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지만 ‘감세’에 관해 

논한 인용문이 제외된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체명을 통하지 않고 바로 문장 수준의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장, 특히 인용문의 뉴스문장연결망 

분석(news sentence network analysis)을 제안한다. 

특히 동일정보원과 기사공동출현을 매개로 한 규칙 

기반 방식과 달리, 보다 자동화된 유사도와 

기사공동출현 기반 방식을 제안한다. 인용문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객관주의 저널리즘 관행을 따르는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성 관행 중 하나이다.[23] 

뉴스문장연결망 분석은 특히 논쟁적 대화, 즉 토론에 

대한 말뭉치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뉴스 기사는 

기본적으로 논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범주의 사회문제를 다루며 다양한 의견과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24][25] 또한 

언론은 흔히 후속 보도나 매체 간 의제설정(intermedia 

agenda setting)을 하는데, 즉 중요한 의제에 대해 

관련 기사를 연쇄적으로 작성한다[26]. 뉴스문장연결망 

분석은 기사를 통한 사회적 논쟁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자동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고 문장의 순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뭉치는 토론기계의 기계학습용 

학습집합(training set)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량의 뉴스를 바탕으로 구축된 뉴스문장연결망은 

토론기계(debating machine)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학습할 대규모의 

말뭉치(corpus)로 활용될 수 있다. 토론기계의 

인공지능은 미국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우승한 

IBM 의 컴퓨터 왓슨(Watson)이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구글의 

채팅로봇(chatbot)[27] 등의 인공지능보다 더 엄격한 

학습 집합을 가져야 한다. 즉 토론기계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퀴즈 풀이와 

달리 문답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서 논의를 깊이 있게 

이어가고, 때로는 핵심만을 짧게 얘기하고, 때로는 다른 

논의로 넘어가야 하고, 때로는 대화를 주고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즉 어떤 문장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의미경로(semantic path)에 따라 대답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후 문장이 선문답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된 문장을 제시해야 한다. 즉 한 문장이 선택됐을 

때, 이 문장에 이어질 수 있는 의미경로가 선문답보다 

적다. 

뉴스문장연결망 분석은 토론기계가 학습할 말뭉치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기술이다. 이 말뭉치는 한 문장이 

등장할 때, 어떤 문장이 관련도(relevance)에 따라 

연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즉 의미경로에 대한 

정보이다. 의미경로에는 자연수로 주어지는 두 문장 간 

의미거리(semantic distance) 개념이 존재한다. 즉 

일정 거리 이내의 문장은 인지적으로 다 관련된 문장일 

수 있지만, 근사적으로 의미거리가 가까운 것은 더 

관련되고, 먼 것은 덜 관련된다. 의미거리를 결정하는 

관련도는 군집화에서 활용하는 문장 간 유사도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기사공동출현 문장들은 전혀 다른 

문장임에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뉴스문장연결망 분석모형 

뉴스문장연결망은 기사에서 쌍따옴표 안에 

포함되는개인실명직접인용문을 결점으로 한다. 연결은 

기사공동출현과 유사도를 결합한 관련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우선 인용문의 기사공동출현 행렬은 ‘인용문×기사’의 

무방향 2 원 행렬(undirected 2 mode matrix)로 

나타난다. 이를 전치행렬과 행렬곱셈하면 

기사공동출현에 의한 인용문 행렬이 도출된다. 이를 

행렬 QA 라 하자. 기사를 ai, 인용문을 qj 라고 할 때 

기사 ai 에 인용문 q1, q2, q3 가, 기사 a2 에 인용문 q4, 

q5 가 공동인용됐다면  QA 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사공동출현 행렬 

다음으로 유사도 행렬은 인용문을 형태소분석하고 품사 

부착을 한 뒤 명사 기준으로 벡터화한 다음,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구한다. 참고로 코사인 

유사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만일 인용문 q2 와 q4 의 명사벡터가 많이 겹치고 q2 가 

q1, q3 과, q1 과 q5 과 일부 유사하다면 코사인 유사도 

QS 행렬은 예컨대 <그림 2>와 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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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사도 행렬 

행렬 QA 의 원소 값은 0 과 1 의 이원(binary) 값인 반면, 

행렬 QS 의 원소 값은 0 과 1 사이의 실수이다. 따라서 

행렬연산을 위해 QA 의 유사도를 절삭 값(threshold)에 

따라 0 과 1 의 이원 값으로 변환하여 유사도 행렬 

QS′를 <그림 3>과 같이 최종 도출한다. 절삭 값은 

0.5 로 가정했다.  

 

그림 3. 변환된 유사도 행렬 

최종적인 관련도 기준 인용문 행렬 Q 는 다음과 같은 

행렬연산으로 구한다.  

Q=QA+QS′ 

<그림 1>, <그림 3>에 의한 사례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관련도 행렬 

 

4. 결과 

1) 분석자료 

시행연구는 2011 년 분단 관련 기사 405 개의 인용문 

949 개(중복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사는 

<카인즈>[28]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어처리 및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뉴스소스 베타>를 

통해 추출했다[29]. <뉴스소스 베타>는 카인즈 제공 

메타데이터와 함께 자동으로 정보원의 이름, 소속, 

직함과 인용문 등을 추출해주며, 형태소분석은 물론 

대용어해소 등 간단한 의미분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21]  

검색어는 '분단'이었으며 검색기간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이었다. 

매체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8 개 

중앙지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사 ID, 인용문 ID, 날짜, 

매체명이다. 인용문에서 명사를 추출하기 위한 

형태소분석기는 서울대학교 IDS 연구실에서 개발한 

KKMA 를 활용했다.[30] 연결망 분석에는 연결망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와 UCINET 을 활용했다.  

2) 분석결과 

기사공동출현에 의한 문장연결망은 <그림 5>와 같다. 

하나의 기사는 하나의 파당(clique), 즉 모든 결점이 

연결된 연결망으로 시각화된다. 모든 문장은 서로 

다르므로 기사 간의 연결이 없다.  

다음으로 유사도 기준 문장연결망을 시각화해보자. 

<그림 6>은 임의로 추출한 100 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유사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대부분의 문장이 

유사도가 0.2 미만이다.  

실제로 분석대상 949 개 인용문 간에 유사도가 0 인 

경우도 14.8%나 된다. 반면, 완전히 일치하는(유사도 

1) 소수의 문장도 존재한다.  

서로 관련된 문장인지를 결정하는 절삭 값은 엄밀히 

말해 수학적 모형이나 타당한 영역지식에 기초해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단 편의상 

0.5 로 잡는다. 즉 유사도 값이 0.5 가 넘으면 관련된 

문장으로 연결을 부여한다. 두 인용문은 명사가 

하나라도 겹치면 부분적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유사도>0’이면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유사도 절삭 값을 0.5 로 하는 것은 비교적 높은 

유사도 수준만을 관련도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유사도 연결망은 <그림 7>과 같다. 유사도에 

따른 군집화 경향은 낮은 편이지만, 없지는 않다. 

분석자료의 경우 949 개의 문장 중 141 개의 문장이 

유사도로 묶였다. 한 기사에 유사한 인용문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는 오류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따라서 

유사도에 의한 군집화는 서로 다른 기사 간의 군집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사공동출현을 적절히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유사도와 기사공동출현 정보를 합한 

뉴스문장연결망은 <그림 8>와 같다. 

<그림 9>는 35 개 문장으로 구성된 최대의 구성집단을 

시각화한 것이다. 지름(diameter)은 5 이다. 지름 상에 

위치한 주요의미경로의 예로 문장 533 에서 시작하여 

550-561-568-55 를 거쳐 문장 419 로 이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문장 55-419, 553-550 은 

기사공동출현에 의해, 568-55, 561-568, 550-561 은 

유사도에 의해 연결됐다. 한편 지름 상의 경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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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경로상의 문장과 의미거리 1 로 연결된 문장은 

관련도가 높아서 확장된 경로에 포함될 수 있다.  

<표 1>은 주요의미경로상의 문장과 이와 직접 연결된 

문장 418, 925, 563, 552 등을 나타낸 것이다. 문장 

563 은 문장 561 과 유사한 문장이며, 나머지는 

기사공동출현에 의해 확장경로 상에서 연결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단 관련 하위 의제로서 독일과의 

비교, 통일, 대한민국 정체성, 국가 브랜드 순으로 

인용문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 구성집단 내 주요경로의 인용문 

인용문 ID 문장 

553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놓고 세계 

녹색성장의 선두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52 

1964 년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한 간호사가 '우린 언제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했고 당대에 그런 

나라가 됐다. 

550 

그토록 두터웠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현장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 

563 

그토록 두터웠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현장에 와보니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 

561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 

568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 

틈만 나면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925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선서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중략)대한민국의 노선에서 

이탈하기 위한 위장막 

55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에 그치고 있다. 

419 

애초 목적 자체가 단기적 경제 이익에 

있다는 점은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418 

공공외교는 무형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제정치뿐 

아니라 문화와 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결론 

이 논문은 뉴스를 단어 중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문장 수준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방법을 제안한 뒤, 그에 따른 시행연구를 실시했다.  

뉴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담고 있으며 

한 기사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핵심 주장이 

인용문을 통해 간결하게 묶여있다. 따라서 이들간의 

연결망을 구성하면 일종의 토론기계를 위한 말뭉치를 

대규모로 자동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카인즈>는 1990 년 이후 68 개 

매체에 대해 3,000 만여 건의 기사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사에 대해 유사도를 활용한 

뉴스문장연결망 분석을 수행하려면 분산처리 

알고리즘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사도 절삭 값을 임의로 부여했는데 이에 대한 수학적 

최적화가 필요하다. 중복문장을 제거하고 

대표문장만으로 뉴스문장연결망을 도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진일보한 

토론기계 개발을 위해서는 말뭉치를 학습집합으로 하여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 실제 

토론에 걸맞은 사용자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템플릿에 따른 적절한 구문생성이나 음성인식과 같은 

관련 기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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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사공동출현 기준 문장연결망 

 

그림 6. 문장 유사도 분포 

 

그림 7. 유사도 기준 문장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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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단 관련 뉴스문장연결망 

 

그림 9. 뉴스문장연결망의 주요구성집단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498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 및 기능 별 사용자 경험 이해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User Experience of Diet Applications with Design Strategies 

and Features for Health Behavior Change 

박 지 원 

Jiwon Park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gee318@kaist.ac.kr 

이 여 름 

Yeoreum Lee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yeoreum_lee@kaist.ac.kr 

임 윤 경 

Youn-kyung Lim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younlim@kaist.ac.kr 

 

요약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급진적인 성장에 따라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행동 변화 전략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상위 5 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파악하고 각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어떤 사용자 

경험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은 기록, 분석 등 6 개의 기능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고, 각 어플리케이션은 그들의 

전략에 따른 기능 카테고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기능 카테고리가 

가지는 역할 역시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기록, 분석 기능 

카테고리는 개인적 반성을 유도하고 알림 기능 

카테고리는 지속적인 기록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점검 기능 카테고리는 게임화 전략 등을 이용하여 흥미 

유발로 인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돕고 있으며 소통, 

정보 제공 기능 카테고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돕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떤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비스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ith increase in people’s attention to health, 

various mobile applications for healthy diet have 

been rapidly developed. The applications use 

their own design strategies to help users lose 

weight effectively. While the importance of 

various strategies to change health behavior has 

been discussed, little work exists on how these 

strategies and their design features are applied to 

mobile applications on the market and what user 

experience they are providing. This study 

highlighted how the key features of diet 

applications affect user experience in terms of 

service design strategies. 

주제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건강 행동 변화, 서비스 디자인 

전략 

서론 

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모바일 

서비스의 출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스토어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속하는 122 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35 개가 운동 관련 앱, 29 개가 다이어트 

관련 앱으로 보건의료분야 중 반 정도를 체중 감량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차지하고 있다[6]. 이처럼 다양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시장에 등장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특징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각 

서비스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칼로리 계산을 전략으로 내세우거나, 다른 사용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강화를 이용한 전략, 

게임화 전략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 

다이어트는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평생을 

두고 봐야할 만큼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4]. 

올바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체중 변화 자체보다는 행동 

변화에 목표를 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1]. 

따라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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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지원하여 주는 

시스템(Behavior Change Support Systems)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개인의 반성을 돕는 등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15], 특히 건강 행동 변화의 생태학적 

측면에서도 개인 수준, 커뮤니티 수준 등에서 다양한 

전략이 함께 적용 될 때에 건강 행동 변화에 상승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0]. 이처럼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를 돕는 디자인 전략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으나,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전략이 어떤 기능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또한 

전략과 기능이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전략,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를 

돕는 다이어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기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연구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지원하여 주는 

시스템(Behavior Change Support Systems)은 각 

행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가질 수 있다[15]. 

Ploderer 외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용자와의 비교와 

경쟁을 통한 사회적 추적(Social traces) 혹은 정보 

제공이나 소통을 통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사용자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에 대해 인지함으로써 일어나는 

반성(Reflection)을 통해 행동 변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에는 개인 

수준(Intrapersonal level), 대인 관계 수준 

(Interpersonal level), 그리고 커뮤니티 

수준(Community level)에서의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개인 수준에서는 개인의 지식이나 태도, 믿음, 

성격 등이 영향을 주는데 사용자에게 개인의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용자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동기 

부여를 해주기도 한다[9,10]. 대인 관계 수준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이들이 주는 충고, 

동정, 동조, 걱정 등의 감성적인 도움 및 경쟁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강화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를 지속할 수 있게 돕는다[12].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돕는 각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 및 기능 별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통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 모바일 시장에서 상위 

순위에 있는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들의 전략과 기능을 

알아보고, 기능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차이와 각 기능이 

지니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방법 

• 조사대상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건강, 피트니스 분야의 2015 년 

7 월 3 일부터 2015 년 7 월 16 일까지 총 2 주간 순위를 

조사했다. 해당 순위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레이 스토어 자체에서 

매겨진 50 위까지의 순위이다. 건강, 피트니스 분야의 

순위에서 운동, 복약, 여성 건강 분야 등을 제외한 

다이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2 주간의 평균 순위를 

분석하여 상위 5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했다. 건강, 

피트니스 분야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순위 변동이 잦고 

변화 폭이 큰데 비하여 선정된 어플리케이션들은 2 주간 

항상 50 위까지의 순위권에 속했고 큰 순위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선정된 

5 개의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은 다이어터, Dietsin, 

다노, 딱 1 주일 다이어트 습관, Noom Coach 이다. 

• 자료수집 

디자인 전략 및 기능으로 인한 사용자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좋아요.”와 같은 추상적인 감정 표현이나, 

환불 요구, 기술적 오류의 수정 제안 등과 관련한 리뷰를 

제외하여 리뷰를 수집하였고, 2015 년 7 월 13 일을 

기준으로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최신순 50 개씩, 총 

250 개의 리뷰를 수집했다. 

• 자료분석 

헬스케어 모바일 시장에서 상위 순위에 있는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그 전략이 적용된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기능에 대한 키워드를 만들어 이를 

코드로 사용하여 정리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5 개 

어플리케이션마다 사용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기능의 

비율을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능을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에 

사용한 리뷰 데이터는 1 개의 리뷰를 제외하고는(그림 2, 

건강 데이터 기록과 추적) 모두 사용자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언급한 비율을 

통해 각 기능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의 측면에서 각 기능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5 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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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모든 리뷰를 통합한 데이터를 코딩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기능이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자 

경험을 주는지 알아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결과 1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전략과 

기능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용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사용자 경험에 따라 총 

22 개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 기능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따라 6 개의 기능 카테고리로 구분했다(표 1). 

표 1.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기능 카테고리 

기능 기능 카테고리 

나의 기록 건강 데이터 기록과 추적 

식단 기록 

물 섭취량 기록 

운동 기록 

만보기 

연동 

칼로리 계산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비만도 계산 

알림 알림 

다짐하기 점검 

습관 체크하기 

퀘스트 

다이어트 정보 정보 제공 

식단 정보 

운동 정보 

음식 색 구분 

쇼핑몰 

다른 사용자 기록 소통 

다이어트 친구 

자극 사진 

코치 

커뮤니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직접 식단, 운동량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걸음수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용자 경험은 건강 데이터 기록과 추적 기능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과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분석 기능 카테고리로,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알림을 주는 기능은 

알림 기능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목표치를 세우고 일정한 

기간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기능은 점검 기능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영상, 사진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얻는 기능은 정보제공 기능 

카테고리로, 어플리케이션 내의 다른 사용자와 소통이 

일어나는 기능은 소통 기능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상위 순위에 있는 5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6 개의 

기능 카테고리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자들이 

리뷰에 언급한 비율이 달랐고 그 비율에 따라 각 

서비스가 주력하는 디자인 전략이 확연히 드러났다. 

• 다이어터 : 게임화 전략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 

다이어터[3]는 퀘스트를 해결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속의 

아바타를 레벨업시키는 에피소드 식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식단, 운동 기록 기능과 커뮤니티,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존재하지만 웹툰 

작가가 디자인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퀘스트 

위주의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사용자 리뷰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도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59%의 

사용자가 퀘스트 기능을 언급했는데(그림 1) 대부분이 

“재미있었다.”, “다이어트를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 
등의 의견이었다. 다이어터는 게임화 전략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건강 행동 변화를 지속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돕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Dietsin : 기록, 분석, 정보 제공 모두에 충실한 

어플리케이션 

Dietsin[8]은 전형적인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보인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만도를 

측정해주고 목표 칼로리를 처방해주며 식단, 운동 기록과 

정보 제공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코치와 커뮤니티 

기능도 존재한다. 특정 기능을 강조하였다기 보다는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 리뷰 분석 결과 역시 어느 한 기능 카테고리가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기록 35%, 분석 28%, 정보 제공 

37%로 비교적 균등하게 언급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Dietsin 어플리케이션은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을 모두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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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가 언급한 기능 카테고리 비율 

• 다노 :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강화와 건강 행동 증진  

다노[2]는 ‘함께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슬로건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주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칼로리 

계산 기능을 없애고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 다른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과 확연한 

차별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의 한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과 비슷한 ‘응원하기’ 기능 및 

타임라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를 주제로 하면서 

사용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어플리케이션임을 알 수 있다.  

사용자 리뷰 분석 결과 52%의 사용자가 정보 제공, 

37%의 사용자가 소통 기능 카테고리를 언급했다(그림 1). 

다노에서의 정보 제공은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는 것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힘이 된다.” 등의 다른 

사용자를 중재자로 사회적 강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딱 1주일 다이어트 습관 : 지속적인 알림 기능을 통한 

습관 변화 

 ‘생활 속 습관 바꾸기’를 주된 전략으로 내세우는 이 

어플리케이션[5]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습관 변화를 유도한다. 식단, 

운동 기록 기능과 사용자의 기록을 분석하여 변화 상태 

그래프를 보여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다이어트 

매거진’ 기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사용자 리뷰 분석 결과 40%의 사용자가 알림 기능 

카테고리, 36%의 사용자가 기록 기능 카테고리에 

만족감을 보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주된 전략으로 

내세운 습관체크 기능 자체에 대해 언급한 사용자는 

7%밖에 되지 않았다(그림 1). 사용자들은 습관을 

체크하는 기능 자체보다 습관 체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알림 기능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알림을 통해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기능이 사용자들의 습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 Noom Coach : 사용자의 행동 분석으로 개인적 

반성 유도 

Noom Coach[14] 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움을 통한 

생활 습관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자주 기록하는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손쉽게 기록하는 

것을 돕는다. 방대한 양의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영양 성분에 따라 색으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료 결제를 할 경우 다이어트 

그룹에서 다른 사용자와 소통을 할 수도 있다. 

사용자 리뷰 분석 결과 52%의 사용자가 기록 기능 

카테고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9%의 

사용자는 분석 기능 카테고리에 속하는 칼로리 계산 

기능을 언급했다(그림 1). “정확한 칼로리 기록 

하나만으로 가치있는 어플”,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으니까 적게 먹게 되네요.” 등 식단 기록과 칼로리 계산 

기능에 대해 대부분의 사용자가 만족감을 보였다. 기록 

기능을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강조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건강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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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6 개의 기능 카테고리가 어플리케이션에 

관계 없이 어떠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행동 변화 관련 서비스에서 갖는 역할은 어떠한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각 기능 카테고리 별로 다른 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였고 그 비율 또한 기능 카테고리 

별로 달랐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에 미치는 기능 카테고리는 어떤 것이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 건강 데이터 기록과 추적 : 지속적인 행동 기록으로 

인한 실질적 도움 

리뷰에서 기록 기능 카테고리를 언급한 사용자들의 

73%가 이 기능 카테고리를 유용하다고 느꼈다. 12%의 

사용자는 의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그림 2). 

실제로 식습관, 생활습관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용자도 있었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행동을 기록하고 

스스로 모니터링(Self-monitoring) 해보는 행위는 행동 

치료 분야에서 자신을 평가하는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치료 효과를 가진다[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기록 기능 카테고리를 언급한 

대다수의 사용자가 유용하다는 리뷰를 쓴 것으로 보아 

기록 기능 카테고리는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 사용자의 행동과 

상태에 대한 개인적 반성 

분석 기능 카테고리를 언급한 사용자들의 82%가 

유용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식습관 개선을 경험한 

사용자도 9%를 차지했다(그림 2). 분석 기능 카테고리는 

위에 언급한 기록 기능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칼로리 

계산과 비만도 계산을 해주는 기능으로 기록 기능 

카테고리와 연관되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극을 받고 의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용자도 있었는데 

사용자가 기록한 수치의 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과 

상태를 반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각 기능 카테고리 별 사용자 경험 

• 알림 : 기록 기능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나타나는 습관 

개선 

알림 기능 카테고리를 언급한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개선된 것을 경험했다. 실제로 

체중 감량을 경험한 사용자도 있었고 29%의 사용자는 

유용하다고 이야기했다(그림 2). 의지를 가지는데 도움을 

받고 자극을 받은 사용자도 있었다. Bentley 와 

Tollmar 의 연구에 따르면 알림 기능이 건강 행동을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7]. 이 연구에 따르면, 

지속성이 중요한 건강 행동 기록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기록할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림 기능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건강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림 기능 카테고리가 가지는 사용자 

경험은 기록 기능 카테고리에서의 영향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기록 기능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을 

지속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실제로 사용자들의 습관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점검 :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화 전략과 의지 다지기 

71%의 사용자가 점검 기능 카테고리에 대해 

재미있었다고 언급했다(그림 2). 이들 사용자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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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 기능을 재미있는 경험의 원인 요소로 언급했는데 

게임화 전략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의 퀘스트 기능이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의 사용자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단순히 행동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정한,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해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하나씩 체크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지를 

다짐으로써 건강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보 제공 : 정보 습득을 통한 행동 변화 시도와 목표 

인식 

63%의 사용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경험을 하였다(그림 2). 

“운동 정보 보고 힘내서 운동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정보” 등 사용자들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정보를 활용하여 행동 변화를 시도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용했다는 사용자도 23%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역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극을 받거나 

의지를 가지는데 도움을 얻은 사용자도 있었다. 

Schraefel 외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용자 

중 포럼,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사용자는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한다고 한다[17]. 그렇게 

함으로써 다이어트를 장기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행동 

변화를 지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 제공 기능 카테고리 역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사용자가 계속해서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데 자극을 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소통 : 사회적 강화를 통한 건강 행동 증진 

30%의 사용자가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24%의 사용자는 

자극을 받았으며, 20%의 사용자가 연대감을 

느꼈다(그림 2). “혼자하기보다 모르는 분들과 응원도 

해주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등 사용자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를 의식하기도 하고 이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대감을 느끼면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식의 자극을 

받기도 한다. Lee 와 Lim 에 따르면 주변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주는 충고, 동정, 동조, 걱정 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행동 변화에 

이용되었을 때, 이 과정을 사회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특히 건강 행동 변화에서 이것이 행동 변화를 

유지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IT 서비스에서도 같은 영향을 보이며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를 돕는다고 한다[1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제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강화가 일어나고 건강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 상위 순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앞서 

언급한 기능 카테고리를 골고루 가지고 있고 각 기능 

카테고리 모두가 사용자들이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능 카테고리마다 나타나는 사용자 경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능 카테고리가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가 

구분되어 드러났다. 

논의 및 디자인 함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의 영향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상위 

순위에 있는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들 역시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디자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전략을 반영한 기능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어플리케이션이 추구하는 전략과 실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용자 리뷰를 통해 각 

기능 카테고리가 어떠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구글 스토어의 리뷰를 수집 및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건강, 피트니스 분야의 운동 관련 등의 상세 분야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외국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의 전략과 그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Prochaka 에 따르면 건강 행동 

변화는 시간에 따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간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16]. 그러나 분석에 사용한 리뷰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수집했기 때문에 사용 기간에 따른 차이점은 구분짓지 

못했다. 추후 연구로 사용 기간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강화를 이용한 디자인 전략 및 기능의 필요성 

본 연구 결과, 사용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의 다른 

사용자에 대해도 연대감을 느끼고 행동 변화의 

동기부여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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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하여서는 경쟁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보다는 감정적인 지원과 같은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건강 

행동 증진을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13], 사용자는 시스템 내의 에이전트와 같은 인공 

지능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다른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용자와 직접 소통이 

일어나는 기능이 아니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사용자들이 사회적 강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강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용하기 위해 기록이나 분석, 정보 제공 같은 

다른 기능도 사용자와의 소통을 고려하여 사회적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한다면 더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이 예상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전략 및 기능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리뷰를 분석함으로써 각 기능 

카테고리마다 나타나는 사용자 경험에 대하여 

탐색해보았다. 다노의 경우에는 건강 식품과 관련된 

쇼핑몰까지 연계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이어트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탐구도 향후 

연구로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정보 제공이나 소통 기능 

카테고리와 같이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기능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같은 기능 카테고리이지만 다른 

소셜 미디어 등의 채널을 거친다거나 채널에 따른 다양한 

중재자를 통할 때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 행동 변화를 돕는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중재자들과 연결이 되어 

효과적으로 자신의 건강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져있다[12]. 본 연구의 주제인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이어트를 막 시작한 초심자,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지속해온 사용자, 전문성을 가진 코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재자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사용자 각자에게 

적합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다이어트에 대해 지속적인 습관 변화에 목표를 

둔 행동 변화 전략으로 접근하여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보았다. 사용자의 리뷰를 코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인기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각자 전략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기능 카테고리가 

사용자의 행동 변화 전략에서 가지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기록 기능 카테고리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행동 기록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분석 기능 카테고리는 사용자의 

행동과 상태에 대한 개인적 반성을 유도하여 행동 변화를 

돕는다. 알림 기능 카테고리는 적절한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기록 기능 카테고리를 사용하도록 

상기시켜줌으로써 습관을 개선시킨다. 점검 기능 

카테고리는 의지를 다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며 

퀘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화 전략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보인다. 정보 제공 기능 

카테고리는 사용자들에게 정보 습득을 통한 행동 변화 

시도를 유도하며 계속해서 목표를 인식하도록 하여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준다. 소통 기능 카테고리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강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건강 행동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드러났다.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원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타겟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서비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기능을 알맞게 디자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킬 것인지, 어떤 기능을 

강조하고 구성하여 전략을 실행할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에게도 자신에게 맞는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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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장애인의 이동 시 장애물로 인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선그라스 내장형 스테레오 카메라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획득한 공간의 깊이 

정보값을 3 차원 점자영상 표현 지원도구인 

촉각표시장치에 전달함으로써 관심 공간 내에 

존재하는 장애물 인지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제품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제품의 사용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용자 경험 측정 기법 중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방식을 중심으로 사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여 수집한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되어 제품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ABSTRACT 

An usability assessment of a safe walking 

assistive device consists of a sun glass with 

micro stereo cameras, a smart phone app, and 

3D braille image presenters for tactile 

communication for individuals with vision 

impairments to improve its usability is 

presented in this paper. It has been conducted 

toward users with variety of vision 

impairments in prototype development 

process. Among the methods of user 

experience measurements,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s are selected to design 

usability assessment. The outcome of usability 

assessment will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process to enhance its usability.  

주제어

Usability assessment, user experience, assistive 

technology 

1.서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3 차원 점자영상 기반 촉각표시 

장치를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형태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시 장애물로 인한 낙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동 경로 상 장애물 사전 감지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기기 제품을 사용할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 경험 측정 방식 중 심층인터뷰 

및 설문 방식을 선택하여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시각 

장애 유형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제품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사용자 욕구가 반영되도록 

지원하였다. 개발된 제품은 추후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사용자의 제품 사용성 요구의 반영 정도를 

검증할 예정이다[1, 2, 3, 4, 5].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였으며, 

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범위의 시각장애인 6 명을 

섭외하여 수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디자인은 

시각장애인의 집중도와 피로한계를 고려하였으며, 

제품의 실제 사용을 포함하여 총 20 개 설문 이내로 

제한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품 개발팀에 전달하여 제품 개념 설계 이후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전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용자의 참여가 제품의 사용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깊은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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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사용자에 대한 

연구, 사용자 경험 측정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용성 평가 방식에 대한 국제표준 등 이 분야의 

다양한 성과가 풍부하지만 특정 제품과 특정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론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경험에 기반을 둔 사용성 평가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 제품과 사용자에게 적절한 도구와 방법론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연결고리가 이번 사례를 

수행하면서 절실히 요구되었다. 

2. 3차원 점자영상 기반 촉각표시기술  

본장에서는 사용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3 차원 

점자영상 기반 촉각표시기술의 원리와 제품 개념 설계, 

시제품 개발 및 시험 등에 대하여 논한다.  이 분야의 

관련 연구 현황은 시각장애인의 공간 인지를 위한 

촉각의 시각화 기술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교육 및 미술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 건축공학 교육 중 

3 차원 모델링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 

연구 및 관련 기술 특허 등이 도출된 바 있다. [6, 7, 8, 

9, 10, 11, 12] 

2.1 적용 기술 

시각장애인은 시각 장애로 인하여 시각 기능을 대체할 

수단으로 청각, 촉각 및 후각 등 다양한 감각 능력을 

이용하여 부족한 시각 기능을 보완하는 훈련을 

경험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습득된 보완적 기능 중 촉각에 기반을 둔 공간 인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 기술을 개발한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 관련 인식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영상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깊이 

정보는 인체부착형 3 차원 점자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촉각표시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촉각적 

표현으로 공간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일상 중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로 인한 낙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2.1.1 시각정보의 촉각정보 변환기술 

사용자가 착용하는 선그라스에 내장형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를 장착하여 전방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기술과 획득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입력된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하여 거리정보를 계산하는 기술이 사용되었다.  

출력된 거리정보 계산값을 이용하여 촉각정보 표현을 

위한 3 차원 점자표시장치에 깊이정보 표현이 가능한 

초소형 액추에이터 기술을 점자 형태의 어레이 모듈에 

적용하였으며, 액추에이터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하였다. 

 

그림 1 스테레오 이미지 대상 및 거리정보 계산 결과 

 

그림 2  점자표시 장치에 대한 촉각정보 적용 사례 

 

적용된 주요 기술 모듈은 아래와 같다. 

o 초소형 3 차원 촉각디스플레이 모듈 

깊이 정보 재현을 위한 스트로크(stroke) 제어가 

가능한 초소형 액츄에이터와 영상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점자 어레이 모듈 및 착용과 편리성을 

고려한 촉각디스플레이 모듈의 기술로 구성되었다. 

o 인터페이스 모듈 

액츄에어터 어레이의 핀(pin) 단위 다자유도 스트로크 

제어를 위한 다축제어 인터페이스 모듈, 저전력 회로 

구성을 통한 휴대 편리성 모듈 및 FPGA 를 통한 

소형화 모듈의 기술로 구성되었다. 

2.1.2 촉각정보 디스플레이 기술 

촉각을 이용하여 전방의 공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지공학 기반의 3 차원 촉각 정보 표현을 

디자인하였으며, 다기능 형식의 3 차원 촉각 표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촉각 표현을 최대한 정확하게 

구현하였다. 

적용된 주요 기술 모듈은 아래와 같다.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508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o 인지 공학 기반 3 차원 촉각 정보 디스플레이 기준 

촉각정보 전달에 적합한 핀어레이 밀집도(density), 

힘(force), 응답속도(response time)의 기준안을 

디자인하였으며, 인지 공학 기반 촉각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한 사용자의 제품 사용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구성되었다. 

 

그림 3 사용자 촉각정보 디스플레이 기구물 

o 다기능 3 차원 점자영상 콘텐츠 

거리센서를 통한 장애물 감지, 영상매체(TV 등)를 

통한 실시간 영상 전달, 촉각정보를 전달을 위한 

정보화 및 제어신호 변환 (예. 내비게이션 기능) 

기술로 구성되었다.  

 2.2 시제품 개발 결과 

사용자 착용형 카메라를 포함한 촉각정보전달모듈 동작 

검증을 위한 데모 시스템, 촉각디스플레이모듈의 동작을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습득 카메라 모듈, 

영상정보를 촉각디스플레이모듈에 전달하기 위한 

인터패이스 모듈을 포함한 데모용 시스템이 시제품으로 

개발되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촉각디스플레이모듈 기반 

영상감지센서와 인터페이스(신체에 착용할 구조물)을 

포함한 각 구성품은 다음의 그림 4 및 그림 5 와 같다.  

 

그림 4. 영상정보습득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모듈(시제품) 

 

   

그림 5. 영상정보 촉각디스플레이 모듈(3 종) 

영상정보습득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전방 좌측 부위의 사람 영상을 공간의 깊이 

정보에 대하여 추출한 후 촉각정보로 변환한 결과는 아래 

그림 6 의 우측 이미지와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6. 전방 공간 영상정보습득 후 촉각 표시 결과 

25 개의 점자로 전방 공간에 대한 표현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촉각정보를 좀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50 개의 3 차원 촉각표현을 

위한 패드 2 개를 좌우 2 개 구조로 분리하여 신체 

좌우에 하나씩 실장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7. 3 차원 점자영상의 촉각표시 장치(시제품) 

시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검증을 위하여 시제품은 

일반 동작조건에서 동작시험을 확인하였으며 총 

3 개의 시료를 제작하여, B20 Life10, Annual 

failure rate 2%를 적용하여 내구성테스트를 진행한 

후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전달하였다. 

내구성 관련 고려사항으로 하루 외출을 통한 실구동이 

4 시간 지속이 된다고 가정하여 약 4,000 시간 

(4hr/일 * 100 일/년 * 10 년)의 내구성 실험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혹조건(소모전류량 증가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시험시간을 단축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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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 평가 디자인 

본장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3 차원 점자영상을 위한 

촉각표시장치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시료를 

검토한 후 대상자 섭외 기준설정, 장애 진단 관련 설문, 

제품 사용성 평가 관련 설문 및 심층인터뷰에 대한 

사용성 평가 디자인 결과를 논한다. 

3.1 대상자 섭외 기준설정  

제품을 사용할 사용자는 시각장애인이므로 다양한 

시각장애 유형의 대상자를 섭외하는 것이 제품의 평가를 

편향되게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시각장애 유형별 대상자를 섭외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기준은 대상자 그룹은 남녀 성비를 동일하게 

구성하며, 시각장애등급 1 급(전맹)에서 

5 급(저시력)으로 구성하되 선천성 및 후천성 장애발생 

사례를 동일하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3.2 장애진단 관련 설문 디자인  

사용성 평가에 참여할 시각장애인의 섭외과정, 평가과정 

및 평가장 접근 등 사용성 평가 제반에 대한 절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면제대상)로 

별도의 심의 없이 절차를 설계였다. 

사용성 평가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장애 진단 과정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공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평가자의 신체적 기능 간 상관관계 규명에 

필요하며, 주요 진단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참여자의 성별, 생년월일, 시각장애 세부사항, 진단명, 

발병연도, 재활치료 받은 기간, 시각장애로 인한 합병증, 

장애등급, 직업, 가족관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3.3 제품 사용성 평가 관련 설문 디자인 

사용성 평가 절차는 위의 장애진단 과정을 마친 후 그림 

8 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주요 진행 사항은 평가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평가자가 약 30 분에서 1 시간 동안 

제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하면서 진행자와 함께 제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를 

시작하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8. 참여자의 제품 경험 장면 

사용성 평가 관련 설문 디자인은 사용자의 제품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품 조작성, 사용자 만족도 및 

오픈 세션(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구성하였다. 각 구성에 대한 세부 설문은 아래와 같다 

[13, 14, 15, 16, 17]. 

3.3.1 사용자 제품 이용과정의 안전성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안전성 관련 설문은 

제품 조작 시 접촉 위험성, 제품 구동 시 접촉 위험성 

및 제품 자체의 끼임 위험성 등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로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 3 건) 

3.3.2 사용자의 제품 조작성 

사용자의 제품 조작 시 고려할 평가 항목으로 착용 시 

구조적 측면의 평가, 구동 시 구조적 측면의 평가, 

제품의 어레이 동작의 조작성 평가, 액추에이터 배열 

정확도 평가, 액추에이터 강도 평가로 구성하였으며, 

정량 및 정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 

5 건) 

3.3.3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제품의 호감 및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 세분화하여 

설문을 디자인하였다. 설문 구성은 제품 자체의 

무게감, 제품을 착용하고 보행 시 무게감, 소음, 방향 

정보에 대한 전달성, 위치 정보에 대한 전달성, 연속 

이동하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 전달성, 팔뚝 착용감, 

제품의 흘러내림, 제품의 촉감감도, 사용시간, 디자인, 

사용설명에 대한 이해도로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 

12 건) 

3.4 심층 인터뷰 디자인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경험 정보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아래의 인터뷰 항목을 설정하여 

진행하도록 디자인하였다. 

-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제품 사용 경험 

- 이동 시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또는 도구 

- 평가 제품 이용 시 당사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평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장 큰 구매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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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성 평가 결과 

스마트폰 기반 3 차원 점자영상을 위한 촉각표시장치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한 후 수집된 데이터와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본 장에서 논한다. 

4.1 대상자 장애진단 결과 

섭외된 평가자는 총 6 명으로 남자 2 명 및 여자 

4 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10 대 2 명, 20 대 1 명, 

30 대 2 명 및 40 대 1 명의 총 6 명이며, 장애 등급은 

시각장애 1 급으로 구성되었다. 장애발생 관련 

진단명은 시신경 염증(진행성), 녹내장, 

망막색소변성증(선청성), 미숙아 망막증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된 직업군은 교육계 및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4.2 사용자 제품 이용과정의 안전성 평가 결과 

평가자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별 4 점 만점) 

구 분 
     평가자 

항목 
1 2 3 4 5 6 

평 
점 

안전성 

접촉 

유행성 

착용시 4.0 4.0 3.0 4.0 4.0 3.0 3.67 

구동시 4.0 4.0 4.0 4.0 4.0 3.0 3.83 

끼임 안전성 4.0 4.0 2.0 2.0 4.0 3.0 3.17 

표 1 제품 안전성 관련 정량 평가 결과표 

평가자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접촉 유행성 

(구동시)에는 높은 3.83 이라는 평가 결과값이 

나왔지만 끼임 안정성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벨크로에 의한 조임 시 피부의 끼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품 착용 시 제품의 적절함 조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무리하게 벨크로를 조이는 

동작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끼임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4.3 사용자의 제품 조작성 평가 결과 

평가자의 제품 조작성에 대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별 4 점 만점) 특이한 점은 구동 

시 제품 조작성에 대한 평가가 모두 만점을 받은 

점으로 이용 과정의 제품 조작성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구분 
평가자 

항목 
1 2 3 4 5 6 

평 
점 

조작성 
(5) 

구조 
착용시 4.0 3.0 3.0 3.0 4.0 4.0 3.50 

구동시 4.0 4.0 4.0 4.0 4.0 4.0 4.00 

액추에이터  
어레이 동작 

3.0 3.0 4.0 2.0 4.0 3.0 3.17 

액추에이터 
배열 

3.0 3.0 3.0 2.0 4.0 3.0 3.00 

액추에이터 
강도 

3.0 4.0 4.0 3.0 4.0 3.0 3.50 

표 2 제품의 사용자 조작성 관련 정량 평가 결과표 

평가자의 제품 조작성에 대한 평가 중 정성적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품의 조작성 평가의 경우, 구조부분에서 평가자들 

대부분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액추에이터 배열부분에서는 3 점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나타낸 점은 제품의 신체 부착 부위인 팔목 

외에 다른 부위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저하 원인은 ‘특정 부위에 

착용하는 것보다 팔목 등 다양화가 필요’,라는 

요구사항이 발견된 점으로 다른 부위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제품 사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진동의 시작과 끝을 차이 

나게 하면 좋을 듯’, ‘방향 좌우와 시계방향에 

유사하여 확실한 구별이 필요하다.’, ‘액추에이터를 더 

늘렸으면’ 등의 평가자 의견을 유추해 본다면 팔목에 

정확한 감각을 전달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어레이 

배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사용자의 제품 만족도 평가 결과 

평가자의 제품 만족도에 대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표 3 과 같다. (항목별 4 점 만점) 특이한 점은 

정지상태의 장애물의 위치와 방향 관련 정보전달의 

인식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제품의 고유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평가자의 제품 만족도에 대한 평가 중 정성적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보전달의 인식정도에서 방향 및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어 상하좌우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고, 중앙에 대한 위치 전달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디자인에 대한 평가자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디자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되는 형태에 대해 거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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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므로 심플하고 여름에 착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디자인과 관련된 평가자 의견으로는 ‘보행 시 팔뚝에 

착용하면 불편하여 디자인 개선 후 손등 등 감각이 

민감한 부분에 맞춰 제작’, ‘여름에 착용 시 땀 문제 

발생하게 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제품 디자인 시 

반영이 요구된다. 

4.5 심층 인터뷰 결과 

제품의 촉각표시 방향과 관련하여 좌우와 

시계방향(시계, 반시계)이 유사하여 확실한 구별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터뷰 시 제시한 

사항으로 제품 개발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착용하는 것보다 팔목 등 다양한 

착용 사례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진동의 

시작과 끝을 차이 나게 하면 이용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행 시 팔뚝에 

착용하며 불편할 수 있어 손등 등 감각이 민감한 

부분에 착용 가능하도록 개발 시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용자가 빨리 걸을 때는 보행 속도에 맞춰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진동 강도가 약하여 정보 전단 

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구분 평가자 
항목 

1 2 3 4 5 6 평 
점 

만족도 

(12) 

무게감 

제품 4.0 4.0 4.0 4.0 4.0 2.0 3.67 

보행 
무게감 

4.0 4.0 4.0 4.0 3.0 3.0 3.67 

소 음 4.0 4.0 3.0 4.0 4.0 2.0 3.50 

정보 
전달의 
인식 
정도 

방향 3.0 4.0 4.0 4.0 4.0 4.0 3.83 

위치 3.0 4.0 4.0 4.0 4.0 4.0 3.83 

연속 
움직임 

3.0 4.0 4.0 2.0 4.0 3.0 3.33 

팔뚝 착용감 4.0 3.0 3.0 3.0 3.0 4.0 3.33 

흘러내림 4.0 3.0 4.0 3.0 4.0 4.0 3.67 

촉각감도 4.0 4.0 2.0 3.0 4.0 3.0 3.33 

사용시간 4.0 3.0 4.0 3.0 4.0 3.0 3.50 

디자인 3.0 2.0 4.0 3.0 4.0 3.0 3.17 

사용설명서 3.0 4.0 4.0 4.0 4.0 3.0 3.67 

표 3  사용자의 제품 만족도 평가 결과표 

 

제품을 여름철에 착용 시 땀 문제가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제품 착용 시 팔뚝에 착용한 상태가 확연히 

나타나서 제품 디자인 시 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심층 인터뷰 결과는 사용성 평가 결과와 

함께 개발팀에 전달되어 제품의 사용성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수요자인 시각장애인 단체를 

참여시켜 장애물 감지를 위한 전통적 장치사용과 

개발된 제품 사용에 대한 비교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해 

제품 사용 시 편리성, 유효성, 효과성 및 안전성, 

만족도 측정을 추진할 경우, 향후 제품의 시장 출시 

과정에서 사용성 측면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3 차원 점자영상 기반 

촉각표시장치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근거한 사용성 

평가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가치는 

제품의 경쟁력 확보 중 사용자의 제품 사용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 향상을 위한 평가 

절차와 개발과정 간 상호 연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중소기업과 같이 자력으로 평가 

환경 구축이 어려운 기관에게 평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용성 평가 생태계 조성, 평가 결과 

전달 후 사용성 향상을 위한 개발과정 추적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산업계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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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존 저시력자를 위한 글꼴 가이드라인은 인쇄물 

기준으로 작성되어 가독 환경이 다른 스크린 기반 

글꼴 가독성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3-6 등급 30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험을 진행하여 1 차 실험에서는 TV, 타블릿, 

모바일의 세 기기에서 각각 다섯 가지 글꼴 크기와 

세가지 행간과 자간 크기를 조합한 45 개의 문장을 

가독하고 C/M(분당 응답 정확도)를 측정하여 기기와 

글꼴-문장 요소간 상호작용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 차 실험에서는 일반인 10 명과 

저시력자 30 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가지 다른 

기기에서 행간과 자간 값이 고정된 다섯 가지 글꼴 

크기의 문장을 가독하여 최적의 글꼴크기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저시력자의 가독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글꼴크기이며 각 

디바이스간 최적의 글꼴 크기로 TV 는 39dp 이상, 

타블릿과 모바일은 각각 36dp 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existing font guideline for people with low 

vision is not suitable for applying to the screen 

based font legibility as it is, because the read-

ing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written in the standard of printed mater-

ials. In the study, two experiments were con-

ducted with 30 test subjects ranging from three 

to six visual impairment ratings. The first exp-

eriment was conducted to apprehend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devices and 

font-statement elements to the legibility. In 

the experiment, C/M was measured and com-

pared among TV, tablet PC, and mobile phone, 

after the subjects read 45 statements with 

combination of five font sizes and three 

spacing values. The objective of the second 

experiment was to draw the optimal font size 

when the spacing value was fixed. In the test, 

30 disabled and 10 non-disabled subjects read 

five statements with varied font sizes but with 

a controlled spacing value. As a result, the font 

size was the most influential element for the 

legibility of people with low vision, and the 

optimal size was 39dp for TV, and 36dp for 

tablet PC and mobile phone respectively. 

주제어  

저시력자, 접근성, 가독성, 문장요소, 글꼴크기, 행간, 

자간 

1. 서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종이에 인쇄 된 글꼴을 읽는 가독 행위보다 스크린 

기반 가독 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가 

2004 년 12 월말 WCAG 를 기준으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발표하고, WCAG 2.0 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2010 년 KWCAG 2.0 을 제정하였다.  2013 년 4 월 

11 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내 모든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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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는 등 

계속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시력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기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꼴- 문장 

요소와 요소 간 상호작용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UX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2. 문헌연구 

저시력자의 가독성과 관련된 기존 가이드라인과 

기존 화면상 가독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꼴 형태는 산세리프가 적합하며, 글꼴 크기는 

지면상에서는 18~20pt, 화면상에서는 12~14pt 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행간은 160~180%, 자간은 

25 이상으로 제공을 권장하고 있었다. 

 

그림 1. 국외 큰 글자도서의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표 

 

그림 2. 국외 큰 글자도서의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표 

하지만, 기존의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의 경우, 인쇄 

된 글꼴을 가독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글꼴크기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된 pt (포인트)라는 

단위는 기기 별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크기가 

상대적인 단위이므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되기에 

적절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요소 간 상호작용 

보다는 단일 요소의 최적 값을 도출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스크린을 기반한 절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였다. 

3. 1 차 실험개요 

1 차 실험에서는 세가지 디바이스와 다섯 가지 

폰트의 크기, 세가지 행간과 자간의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독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소 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1 차 실험수행 

실험대상으로 시각장애등급 3 급부터 6 급까지의 

10 대부터 50 대까지 총 30 명의 저시력자가 실험에 

참여 하였으며, 그 중 남자가 16 명 (53.3%), 여자가 

14 명 (46.6%)였다. 섭외 시 고려한 사항은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며, 현재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세 가지 각기 다른 화면 크기의 

가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 2]과 같이 세가지 

다른 형태의 기기를 실험도구로 준비하였다. 

 

그림 2. TV, 타블릿, 모바일의 성능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삼성 UN40H5030AF 

40 인치 TV (1920 x 1080 ,dpi 55), 삼성 갤럭시 

10.1 타블릿 (1280 x 800 ,149 dpi),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 폰 (해상도 1920X1080, 432 dpi)이다. 실험 

도구는 플래시를 통해서 제작 되었으며 기본으로 

사용된 글꼴은 산세리프체인 윤고딕 320 으로 일괄 

제작하였고 글꼴 크기는 절대값의 단위인 dp 

(Density Independent Pixel)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기준이 되는 글꼴의 크기를 도출하기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인쇄물 가이드 기준인 12pt 를 

스크린으로 환산한 값인 약 18dp 를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18, 24, 30, 36, 42 dp 의 

총 다섯 가지의 다른 글꼴 크기와 1.2, 1.5, 1.8 의 세 

가지 행간, 0, 100, 200 의 세 가지 자간 차이를 

제공하여 각각 이를 조합한 45 개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제공된 문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지문을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난이도를 일관되게 하였으며, 글자의 수는 약 100 

글자 내외로 통일 하였다. 실험은 전체적으로 제시된 

문장을 피실험자가 소리 내어 읽은 뒤, 각각의 문장의 

응답 정확도 및 가독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 C/M 산출 공식 

실험결과를 위의 [그림 3]의 방식으로 C/M(분당 

응답한 정답 글자수 : character per minute)를 

측정하고, 이것을 가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실험 환경 및 실험 검정은 저시력자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가독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명이나 가독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첫 글자를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지막 글자를 읽은 순간까지를 [그림 4]와 

같이 가독 시간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글자의 반복 및 

잘못 읽거나 누락된 글자수는 정답으로 응답한 

글자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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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환경 및 실시간 정확도 검정 모습  

3.2. 1 차 실험결과 분석 

실험결과 분석을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로 도출된 C/M 을 가독성이라고 설정하였다. 

1) 기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성 

 

그림 5. 개체 간 효과검정 결과 

개체간 효과검정 분석결과, 기기의 종류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가지 중 어떤 기기로 문장을 가독하는가는 통계적으로 

가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각 단일 글꼴-문장 요소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성 

 

그림 6. 일변량 검정 분석결과 

 

그림 7. 다변량 검정 분석결과 

분석결과 글꼴크기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꼴크기: p < 0.01) 반면, 행간과 자

간은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글꼴 크기만 가독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요소간 상호작용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성 

 
그림 8. 다변량 검정 분석결과 

분석 결과, 글꼴크기*행간 / 글꼴크기*의 상호작용에서

만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글꼴

크기: p < 0.01) 반면, 글꼴의 크기가 속하지 않은 ‘행간*

자간’에서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고 있지 않음이 나

타났는데 즉, 글꼴-문장 요소 조합 시 글꼴 크기가 상호작

용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4. 2 차 실험개요 

1 차 실험에서는 문장에서 기기간 글꼴의 크기, 

행간, 자간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세 종류의 

기기간의 차이는 가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도출하였고, 세가지 글꼴- 문장 요소들 중 ‘글꼴크기’ 
만이 가독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최적 가독성을 보이는 글꼴-문장 요소의 최적 조합을 

도출하려 하였지만 결과값으로 도출된 C/M 의 값들 

중 어느 범위 까지를 최적 값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또한, 요소 간 조합으로 구성된 

1 차 실험도구의 특성상 유일하게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글꼴크기만의 최적 값을 도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2 차 실험을 

진행하여 각 기기 별 최적의 가독성을 보이는 글꼴 

크기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1. 2 차 실험수행 

2 차 실험에서는 1 차 실험과 동일하게 저시력자 

30 명 (M:15/W:15)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적 글꼴크기의 실험결과기준 선정을 위해 일반인 

10 명 (M:5/ W:5)을 대상으로 대조 실험군을 

설정하였다. 1 차 실험결과 몇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실험 변수를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 글꼴크기의 세분화 및 자간 행간 값의 고정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간을 1.5, 자간을 

100 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글꼴 크기를 세분화하여 

30, 33, 36, 39, 42dp 로 실험 도구를 제작 하였다.  

2) 문장 난이도 조절 

실험에 있어서 난이도의 통일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필독 도서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문장을 단일로 추출 하여 실험도구를 제작 하였다. 

3) 글자 수 조절 

1 차 실험에서는 총 135 개의 문장을 주어진 

실험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기에 눈의 피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차 실험에서는 

100 글자를 70 자로 실험 도구의 글자 수를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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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줄 길이 조절 

실험도구 별로 줄 길이를 통제하지 않아 문장 가독 

시 시선을 이동하는 거리에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줄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문장에서 가독성이 낮게 

도출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바일의 경우 

42dp 글꼴크기의 조합에서는 화면 스크롤이 

발생하여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문장 줄 길이를 365dp 로 통일하여 화면상 

스크롤 발생을 통제하고 각 기기 별 일관된 

실험도구를 제공 하였다. 

5) 사전실험 진행  

실험순서가 전체적인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피험자의 실험방식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30, 36, 42dp 의 세 가지 글꼴 크기로 구성된 

사전실험문장을 본 실험 전에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독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전실험의 결과는 실험 

결과 값에 반영하지 않았다. 

4.2. 2 차 실험결과분석 

실험 결과분석을 위하여 SPSS 를 사용 하였다.  

1) 요소 별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10.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 

앞서 언급한대로 2 차 실험에서는 일반 시력자와 

저시력자간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시력의 차이로 설정하였다.  

그림 10 의 개체간 효과검정 분석결과, 집단은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집단: 

p < 0.01) 즉, 시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기기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기의 

종류는 1 차 실험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11 의 다변량 

분석결과, 글꼴크기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글꼴크기: p < 0.01)  이는 1 차 

실험도구에 비해 2 차 실험도구에서는 글꼴크기를 

더욱 세분화하여 제공하였지만 결과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꼴크기와 집단간의 상호작용 

역시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글꼴크기*집단: p < 0.01)  

 
그림 11. 다변량 검정 분석결과 

 

2) 요소 별 상관관계 

 

그림 12. 이변량 상관계수 분석결과 

분석결과, 집단(시력의 차)과 가독성간에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0.670 , p 

< 0.01) 즉, 집단과 가독성은 집단의 시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독성도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임이 확인되었

다. 또한, 글꼴크기와 가독성의 경우에도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0.337, p < 

0.01) 즉, 글꼴크기와 가독성은 글꼴의 크기가 증가함

에 따라서 가독성도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임이 확인되

었다. 

 

3) 최적 글꼴 크기 도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기 별 최적 글꼴 

크기’를 도출하기 위해 , 통계를 통하여 글꼴 크기의 

변화에 따라 가독성이 변하는 한계점인 글꼴크기의 

‘임계치(Threshold)’를 확인 하였다 또한, ‘일반인 

실험 결과값의 90% 이상’을 달성한 저시력자의 실험 

결과 값의 글꼴 크기를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기준을(저시력자가 일반 시력자와 유사한 과업을 

달성) 것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두 가지 분석 결과의 교집합을 ‘기기 별 최적의 

글꼴 크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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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글꼴크기의 가독성에 대한 임계치 도출 

 

그림 14. Student-Newman-Keuls 사후분석 

분석결과, 글꼴 크기의 30~36dp 에서는 크기에 

따라 가독성 간의 차이를 보이다가 39~42dp 의 실험 

결과는 서로 군집 됨을 보였다. 즉, 문장에서 글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저시력자의 가독성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기 별로 글꼴 크기가 

39dp 이상으로 제공 될 때 42dp 와  가독성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 기기 별 

글꼴의 임계치는 39dp 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임계치는 제공 해야 될 글꼴크기의 최대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저시력자에게 이 이상으로 글꼴의 크기의 

문장을 제공하는 것은 가독성 증가에 큰 의미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b. 일반인 결과값 90% 대비 저시력자 결과값 비교  

일반인의 C/M 결과값의 90%와 저시력자 C/M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TV 에서는 42dp 의 

글꼴크기에서 과업을 달성하였고, 타블릿과 

모바일에서는 36dp 에서 과업을 달성한 것으로 도출 

되었다.  

 

 그림 15. 일반인 저시력자 TV 가독성 실험결과 

 

 
그림 16. 일반인 저시력자 타블릿 가독성 실험결과 

 

 

 

그림 17. 일반인 저시력자 모바일 가독성 실험결과 

c. 최적 글꼴크기 

앞선 a 와 b 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TV 의 경우 

일반인 대비 90% 이상의 가독성을 보이는 값은 

42dp 였지만 임계치 확인 결과 39dp 에서 나타나 

둘의 교집합인 39dp 가 최적의 글꼴 크기로 도출 

되었다. 그리고 타블릿과 모바일의 경우, 일반인 대비 

90% 이상의 가독성을 보이는 값은 36dp 였는데 이는 

임계치인 39dp 보다 낮은 값으로 둘의 교집합인 

36dp 가 최적의 글꼴 크기로 도출되었다. 

5. 피험자 가독 행태 분석 요약 

 

그림 18 기기간 행태 분석 

저시력자는 눈부심으로 인해 화면의 밝기나 자신의 

시야 범위로 인한 각도 조절을 위해 각각 다른 가독 

행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진행 중 발생한 기기 별 가독 행태 

차이에 따라 크게 고정형과 휴대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정형의 경우 TV 와 같이 기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상체를 좌우로 움직여가며 가독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휴대형의 경우 상체를 고정하고 손으로 

기기를 파지한 채 좌우로 기기를 기울여가며 가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후 인터뷰 요약  

- 저시력자는 해상도가 높은 ISO 폰을 선호한다. 

안드로이드에 비해 글꼴 표현이 매끄럽고, 접근성기능 

실행이 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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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에 나오는 글씨를 읽는 것에 생소하며 평소 

TV 는 소리를 듣는 용도로 사용하며 멀리서 TV 

화면에 맺히는 상 정도만 확인한다. 

-TV 는 타블릿과 모바일에 비해 표현되는 글꼴이 

선명하지 않아 가독하기 불편하다. 세가지 기기 중 

모바일이 가장 읽기 편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평소 모바일로 글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다. 

-실험 진행 중 타블릿이나 모바일로 문장을 읽을 때 

확대경을 쥐고 화면을 조작(스크롤이나 버튼 

터치)하기 불편하다.  

-스크롤을 조작하면 시선의 흐름을 놓쳐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헷갈린다.  

-스크롤을 움직일 때 눈이 부신다. 

-문장을 읽을 때 글꼴 크기를 가장 신경쓰는 편이다. 

7. 저시력자 UX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본 연구는 기존의 저시력자 관련 가독성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실험도구를 통해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 중 새롭게 발견된 인사이트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별 저시력자 UX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1) 기기의 종류 

- 가독 하는 기기의 종류는 통계적으로 가독성과 상관 

없다. 

- 하지만 TV, 타블릿, 모바일의 가독 행태에 있어서는 

기기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UI 설계시 고려한다. (행태분석 결과, TV 의 경우 

책상에 기기가 고정되어 있어 몸을 움직여가며 

가독하기 때문에 휘도나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서 

문장을 가독하는데 힘들어하는 반면, 타블릿과 

모바일은 손으로 들고 가독하며 본인이 원하는 휘도와 

화면각도를 조절해가며 가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가독 행태에서 오는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8. 기기 형태별 가독 행태 차이 

 

- 또한, TV 의 경우 평소 다른 기기에 비해 가독하는 

거리가 멀고, 기기의 dpi 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저시력자가 TV 상의 

문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가독할 때 글씨가 덜 

매끄럽게 표현되어 가독에 더욱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TV 에서는 타블릿과 

모바일보다 더 큰 크기의 글꼴을 제공해야 한다.(사후 

인터뷰 결과, 저시력자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 보다 

IOS 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더 높은 IOS 폰이 글꼴 표현이 더 매끄럽고 

세밀하여 가독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도출 되었다.) 

 

그림 19. 기기 해상도 차이에 따른 표현의 차이 

- 자신의 시력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경을 사용하는 

저시력자의 경우, 손으로 기기를 파지하는 동시에 

화면의 스크롤, 확대경 파지를 동시해 해야 하므로 

가독에 어려움을 겪음을 고려한다.(통계결과 및 

행태분석 결과, 휴대형 기기에서 확대경을 파지한 

피험자의 경우 다른 피험자 및 TV 에서 가독한 

실험결과에 비해 실험 진행시간이 2~3 배 가량 

증가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을 추측하였다.) 

 

2) 글꼴크기 

- 글꼴크기의 변화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결과, 글꼴크기의 변화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시력자를 위해 각 기기 별 TV 는 최소 39dp 이상, 

타블릿과 모바일은 최소 36dp 이상으로 글꼴크기를 

제공했을 때 최적의 가독성을 보인다. (문헌연구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면 상 12~13pt 글꼴 

크기를 권장한다는 연구결과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글꼴 크기가 39dp 이상으로 제공될 경우, 글꼴 

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하되므로 지양한다. 

(통계결과, 너무 큰 글꼴 사이즈는 글자의 인식률을 

증가 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길이가 

증하여 스크롤이 발생한다. 이는 스크롤을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 가독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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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간과 행간 

- 행간과 자간의 크기 변화는 문장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통계 결과, 행간과 자간크기의 변화는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에서 행을 구분 할 때 글자수에 따른 구분 

보다는 전체적인 행의 수가 증가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구분하여  줄을 구분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후 인터뷰 

결과, 저시력자는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행이 구분된 

것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4) 집단 (일반인과 저시력자) 

- 일반인과 저시력자 간에는 동일한 문장을 

가독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독성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독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차별적인 

가이드 라인 제공 또는,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격차를 좁히는 것을 고려한다.(통계결과, 일반 

시력자와 저시력자간 동일한 실험도구에서도 

가독성의 평균값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인의 경우 저시력자에 비해 화면에서 더 멀리 

문장을 가독 하기에 시야가 넓어 한 번에 인식하는 

문장의 수가 많으므로 가독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행태분석 결과, 각 기기 별로 일반인에 비해 

저시력자는 더 가까운 거리에 밀착하여 가독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일반인은 멀리서 고개를 고정한 채 

시선을 빠르게 움직여가며 큰 범위로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며 가독하지만, 저시력자는 화면에 얼굴을 

밀착하여 한 글자, 한 단어 씩 문장의 위치를 

포착해가면서 문장을 가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시력별 가독 행태 차이 

- 저시력자는 가독하는 방향, 또는 시선의 중심을 

잃을 경우 급격히 가독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I 설계 시 이러한 시선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 해야 한다. 

-  저시력자의 경우 동일한 장애등급일지라도 동반 

질병 여부에 따라 실제 가독성은 천차 만별이므로 

가이드라인 적용 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주의 

한다.(통계결과, 동일한 시각장애 3 급의 

피험자간에도 동반질병 여부에 따라서 실험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 스크롤 발생은 문장의 가독성을 방해한다.(스크롤이 

발생한 42dp 의 조합과 스크롤 발생을 통제한 

42dp 의 조합간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스크롤 

발생을 통제한 실험도구의 결과 값에서 가독성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 저시력자의 경우 스크롤 조작 시 너무 빠른 속도의 

문장 스크롤은 눈부심 발생 혹은 시선의 흐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낮아지므로 스크롤 발생의 

최소화, 혹은 스크롤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제공을 

고려한다.(사후 인터뷰 결과, 스크롤 해야 하는 문장에 

거부감을 갖거나 스크롤 방식에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8.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저시력자의 가독성 UX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가지 다른 화면크기의 기기에서 

글꼴크기, 자간, 행간의 글꼴 – 문장요소의 조합 간의 

상호작용이 가독성과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차 실험결과 가독하는 기기의 

종류와 행간, 자간의 크기 변화는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이 확인 되었다. 글꼴 크기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었는데, 또한, 

글꼴크기가 포함된 상호작용에서만 가독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차 실험결과, 일반 

시력자와 저시력자 간에 가독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시력과 가독성은 정비례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글꼴 크기 역시 가독성과 

정비례 관계이지만 글꼴크기가 39dp 이상으로 

제공될 경우 임계치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실험기준 대비 90% 이상의 과업을 

달성한 저시력자 실험 결과를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과업이 달성된 글꼴크기를 

분석하였다. TV 는 42dp, 타블릿과 모바일은 각각 

36dp 에서 일반인의 가독성과 유사한 과업을 

달성하였는데, 앞서 분석한 글꼴크기 임계치를 

적용하면 TV 는 39dp 이상, 타블릿과 모바일은 각각 

36dp 이상으로 글꼴크기를 조합하여 문장을 제공할 

때 최적 가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pt 와 px 단위로 제공되는 해상도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로 변화되는 인쇄물 저시력자 

가독성 가이드라인을 스크린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개선 하고자 모든 화면크기와 해상도에서 절대적인 

단위로 동일한 크기로 제공되는 dp 단위로 실험을 

수행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는 단위를 변경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520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단일 요소의 

가독성과의 영향성을 분석한 것이 아닌 가독한 기기와 

글꼴크기, 자간, 행간의 글꼴-문장 요소간, 그리고 

일반인, 저시력자 간 집단의 요소 간 서로 상관 관계를 

분석 하여 어떠한 요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문장을 제공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또한 일반인과 저시력자간의 

가독성에 대한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 

일반인과 유사한 90% 결과값의 과업을 달성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글꼴크기의 최적치를 검출 

하였기에 가독성에 대한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갖는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는 실험의 정량화를 

위하여 실험 화면상에서 문장의 길이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실험도구를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기의 dpi 및 가독 행태만이 가독성과의 영향을 

파악하는 변수로 제공되었고, 기기 별 화면 크기의 

차는 실험도구 제작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지 못하는 

요소였다. 이에 가독하는 기기의 종류가 가독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는 각 디바이스 

별로 화면 크기에 비례한 최적의 문장길이를 제공하여 

가독성을 측정하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에 대한 정의’를 ‘얼마나 글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만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한 ‘심미적인 부분’ 및 얼마나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가’와 관련된 ‘정성적인 부분’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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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저시력자의 

멀티미디어 감상 또한 보편화 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콘텐츠 시청을 도와주는 음성 안내(TTS;Text to 

Speech) 기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연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간과 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시 

제공하는 음성 안내 소리 크기 값과 적정 안내 음성의 

길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감상 시에 필요한 음성 안내의 적정 음량 

차이를 측정하고, 음성 안내의 적정한 정보의 양을 

평가하였다. 각 정보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음성 안내의 크기 또한 다르며, 저시력자와 

비시각장애인이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 아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크게 두가지로, 

저시력자 30 명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형태에 

따라 제공하는 안내 음성을 음성/비음성으로 나누어 각 

경우의 최적의 상대음량 크기를 측정하였고, 들려주는 

정보의 길이에 따라 인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음성 안내를 제공할 때, 

음성/비음성 콘텐츠에 따라서 저시력자가 인지하는 

음성 안내의 데시벨(decibel, dB)크기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콘텐츠 형태에 따라서 다른 크기로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적정 정보의 양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it is common with low-vision who 

multimedia enjoyment. The TTS is an essential 

function to them. However, the domestic 

situation has been overlooked. Although the 

study should provide the function of audio 

guidance. In case of providing audio guidance 

with multimedia contents simultaneously, we 

need a valid guideline of audio margin between 

two sounds and optimum amount of auditory 

inform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lid sound margin between 

multimedia contents and audio guidance. The 

other purpose is to find out the optimum 

amount of auditory information. We conducted 

user test under different tasks. The first task was 

set according to audio form (Verbal/Non-verbal) 

and types (Contents/ Guidance). The other is 

organized for two groups which are ordinary 

and low-vision people. We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audio guidance level according to 

the form of multimedia contents. And we also 

found that the optimum amount of auditory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주제어 

Low-vision, Multimedia sound, Voice guidance, 

Optimum volume, Amount of auditory 

information 

1. 서론 

1) 연구 배경 

국내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조사하였더니 

전체적으로 시각적 주의가 많이 필요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비활동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시각장애인에서 또한 그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 2012). [표 1]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TV 시청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3 시간 25 분, 주말 하루 평균 4 시간으로 주 미디어 

매체로서의 사용도가 높다(송종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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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유형별 문화 및 여가활동의 참여 여부 

구 분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감상ㆍ관람(연극, 영화) 6.0 6.1 6.7 4.7 11.2 

TV 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0 98.2 92.4 97.4 97.9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7.3 30.8 27.9 18.3 41.8 

창작적 취미 4.5 3.5 6.0 4.1 18.0 

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 
30.4 36.1 28.1 29.7 28.4 

스포츠 8.0 8.1 10.3 6.9 20.6 

학습활동 4.3 3.7 6.6 3.1 5.2 

사회(자원) 봉사 활동 5.3 6.8 6.4 4.5 7.6 

여행 9.2 10.7 11.7 11.4 18.0 

해외 여행(지난 

1 년동안) 
4.1 5.3 4.7 4.0 7.1 

기타 0.8 0.8 1.1 0.3 0.0 

 

특히 저시력자는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음성 안내(TTS;Text to 

Speech)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Text to Speech 란 

글자, 문장, 숫자 등의 정보를 음성합성을 통해 사람의 

발성과 유사하게 재생시켜 주는 것이다. TTS 기술은 

청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정보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만, 다른 청각적 요소와 중복된다면 주의가 

분산되어 쉽게 정보를 인지할 수 없게 된다(장수민 외, 

2012).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감상 시에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안내 음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고 

있는 도중 접근성(Accessibility) 기능을 실행할 때 

필요한 안내 음성의 적정 소리 크기 값이나, 안내 

음성이 재생될 때 얼마만큼의 문장 단위가 가장 

인지하기 쉬운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접근성은, 시설, 제품, 서비스,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어떤 시스템과 사물의 기능 및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된다(Oliveira, 

et al., 2014).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발은 

국내외 기업에서도 점차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음성 안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저시력인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중, 음성 안내의 적정 음량차이와 적정 정보의 

양을 측정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시각장애인의 인지적 구조나 기능은 비장애인과 

상이하다. 이들은 시각적인 크기나 형태의 인지가 

어려운 대신 청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디바이스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비활동이 다른 여가활동 

보다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시청을 도와줄 

음성 안내의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음성안내(TTS) 혹은 멀티미디어 사운드의 다중 

출력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음성 접근성이 어떠한 가이드 아래 실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둘째, 저시력인이 인지할 수 있는 음성 안내의 최소 

상대 크기 값과 적정한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각 

장애를 가지지 않은 저시력인 30 명을 섭외하여 음성 

안내의 적정한 상대 크기 값과 정보의 양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2. 배경 연구 

1) 문헌 조사 

음성 안내의 청취 속도에 관한 선행 연구 

사례는 Asakawa(2003)와 이희연(2014)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스크린 상 음성 안내가 나올 경우, 정보 

인지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얼마만큼의 적정 속도로 

음성 안내를 들려주어야 하는지 그 속도를 측정한 바 

있으며(Asakawa, et al., 2003), 국내에서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한국어 청취 속도를 

연구한 바 있다(이희연 외, 2014). 

또한 멀티미디어 환경 내에서 시각장애인이 음성 

합성기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사용자 요구 분석을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국내 시각장애인들은 

자연스럽고 일관된 합성음과 저음의 여성음색이나 

남성음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이희연 외, 2012). 

Amanda(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여러 합성음 중 

저음의 남성음성이 음성인식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Hisashi(2007)는 스크린 리더 사용 중 시각장애인의 

주요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오디오 시스템이 재생 중일 

때 스크린 리더를 청취하기 힘든 이유는 기계적으로 

하나의 소리 크기로만 출력하기 때문에 재생 중인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분리되지 않아 인지가 어렵다고 

하였다. 

2) 국내외 사례 조사 

시청각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미디어인 NCAM 의 

접근성 가이드에는 음성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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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네비게이션 기능을 필수 가이드로 두고 있다. 

국내 전자제품의 경우 대표 업체 2 곳의 TV 접근성 

메뉴 중 시각 장애인용 접근성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삼성/LG 스마트 TV 접근성 메뉴 중 음성 안내 관련 

기능 

구 분 기능 설명 

삼성 스마트 TV 

(모델명 : 

65JS9500) 

음성안내 

(TTS 기반) 

현재 방송, 방송 정보 음성 

안내, 시청 예약 안내, 

실행 가능 인터넷, 검색, 

마이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 

화면 해설 

방송 
방송 표준 항목 

LG 스마트 TV 

(모델명 : 

60LF6500) 

화면 해설 

방송 
방송 표준 항목 

 

삼성전자는 2014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을 적용했다. 그 중 음성 안내 기능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스마트 TV 내 정보(방송, 서비스 

등)를 음성으로 알려주고, 메뉴 위치와 기능 실행 

과정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 TV 를 사용하기 위한 음성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정범택 외, 2015). 

하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음성 안내를 출력해야 하는 크기나, 기존에 콘텐츠가 

나오고 있을 때 제공해야 하는 상대적인 크기를 알기는 

어렵다.  

3. 문제 이해 및 가설 설정 

저시력자는 하나의 소리에만 노출되기 보다 다중 

사운드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며 그 활동 또한 높다. 

저시력자에게 국한되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이 다중으로 출력되는 소리에 노출되어 

알림을 받거나 정보를 동시 제공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는 

제품에는 –대표적으로 TV, 태블릿 등 –멀티미디어 

감상 시 음성 안내가 제공될 경우, 적정한 크기로 

조절하여 재생해 주는 기능이 없다. 기존 국내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의 볼륨 레벨에 

의존적으로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의 필요성과 

전체 반복 재생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콘텐츠 시청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내 될 수 있는 청각 정보의 적정 소리 크기 값과 

정보의 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서 멀티미디어 감상과 

동시에 음성안내를 제공할 때, 각 정보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소리 크기가 다르며,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인지율 또한 달라질 것 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멀티미디어 콘텐츠(음성/비음성) 감상 중 음성 

안내(음성/비음성)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음량 

차이가 있어야 하며, 각 소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음성 안내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인지율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정보 습득 능력에 따라 개개인이 인지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실험 

1) 실험 개요 

앞서 설정한 가설 아래 실험은 크게 2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멀티미디어 감상 중 음성 

안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와, 들려주는 

정보의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지율이 달라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실험 대상은 청각 장애를 

가지지 않은 시각장애인 3-6 등급까지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의 시각장애 교육기관 및 대학교의 18세 이상 

50 세 이하 남, 여 30 명을 섭외하였고, 실험 기간은  

2015 년 6 월 16 일~7 월 6 일까지 22 일간 진행하였다. 

2) 적정 상대음량 측정 실험 

음성 안내의 상대음량 측정 실험은 각기 다른 

형태(음성/비음성)의 멀티미디어 감상 시, 제공되는 

음성 안내를 인지하는 최적의 소리 크기 차이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앞서 설정한 가설 1 아래 [표 

3]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세분화하여 콘텐츠와 

음성안내를 조합 제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이후에 실험 결과와 진행 시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의응답 형식의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3. 제시될 콘텐츠와 음성 안내의 조합 

음성 안내 

콘텐츠 
음성 비음성 

음성 Task 1 Task 2 

비음성 Task 3 Task 4 

 

세부적인 실험 구성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공하는 음성 안내의 속도는 기본 문장 

배속(1배속)으로 285.96 분당음절수 (SPM : Syllables 

per Minutes)를 기반으로 제공하였으며 (이희연 외, 

2014), 일반적인 저시력자의 경우 정보변환 (TTS) 

청취 시 남성 음성, 혹은 저음의 여성 음색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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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성 음성으로 

제공하였다 (이희연 외, 2012).  

 

그림 1. 각 Task별 제공 콘텐츠 및 음성 안내 조합 

 

비음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배경음악으로 삼성전자 사의 

브랜드송인 Over the Horizon을 사용하였고, 음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남성 성우가 더빙한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o.s.t. 인 Under the Sea를 사용하였다. 

남성 음성은 Oddcast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장 청취 

기능을 사용하여 녹취하였다 http://www.odd 

cast.com/home/demos/tts/tts_example.php(K

orean Junwoo로 설정). 동시에 제공한 비음성 형태의 

소리는 Beep 형태의 소리를 사용하여 소리가 들렸을 

때 손을 들어 즉각 반응하게 하였고, 음성 형태의 

안내는 5자리의 숫자를 들려주고 들은 대로 말하게 

하였다. 들려준 소리의 크기의 순서는 무작위로 

들려주어 학습 효과를 없애고자 하였다. 실험 장소는 

대학원 연구실과 특수학교의 상담실에서 진행 

되었으며, 실험 참가자 외의 인원은 배제되었고 소음은 

적절히 통제되었다.  

  

그림 2, 3. 실험 환경 및 실험 장면 

 

3) 적정 정보의 양 측정 실험 

2) 실험과 같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제공 

문장의 길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 3 

아래 간접적으로 나이와 지식 습득 능력에 따라서 

대학생 11명, 비대학생 19명으로 2그룹으로 나누었다. 

실험 문장은 [그림4]와 같이 문장을 청크 단위로 나누어 

3개 청크부터 9개 청크까지 7단위로 나누어 

들려주었고, 문장의 종류는 실제 생활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에 대표적으로 안내될 수 있는 문구를 

길이별로 선정하였다. 앞서 진행한 실험에서와 같이 

남성음성으로 제공하였다. 문장의 길이는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어느 지점에서 인지가 가장 어려웠는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정성적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림 4. Task 별 제공 문장 조합 단위 예시 

5. 실험 결과 분석 

1) 적정 상대음량 측정 실험 결과 

 

그림 5. 음성 안내 재생 중 음성/비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그림 6. 비음성 안내 재생 중 음성/비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실험 분석 시, 비음성 안내를 제공한 경우는 Beep 

형태의 소리에 반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성공, 실패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525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여부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음성안내는 5 자리 숫자로 

제공하였으므로 피실험자가 정확히 대답한 숫자의 

개수만 체크하여 백분율로 매겼다. 알고자 하는 것이 

콘텐츠와 음성 안내의 적정 음량차이이므로, 다수의 

피실험자가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80% 이상을 

한계점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5]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 안내를 제공할 경우, 콘텐츠의 

음성/비음성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45dB 이상으로 

제공했을 때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음성안내를 제공하더라도 배경 콘텐츠의 

음성/비음성 여부에 따라 정확도는 조금씩 달라졌는데, 

비음성 콘텐츠에서 음성 콘텐츠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피실험자에게 음성으로 

제공된 정보와 콘텐츠 간의 정보 간 간섭효과가 

발생하여 정확도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비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성 안내 제공 

실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음성 콘텐츠의 경우 

비음성 안내 간 dB 차이가 작아질수록 성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6]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음성 안내를 음성 콘텐츠 

대비 +15dB 차 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80%이상의 피실험자가 성공률을 보이는데에 반해, 

음성 콘텐츠 대비 0dB 차 즉, 동일한 소리크기로 

제공했을 때에는 50%의 피실험자 만이 비음성 안내를 

인지하였다. 비음성 콘텐츠에서는 0dB 차의 

소리크기에서도 80%가 넘는 피실험자가 비음성 

안내를 인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실험자들은 

주의해서 들어야 할 음성 정보가 없었고, 콘텐츠 또한 

음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안내를 인지하기 

쉬웠다는 공통된 의견들을 나타냈다. 

 

  2) 적정 정보의 양 측정 실험 결과(모든 피실험자) 

이 실험은 분석시에 두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모든 저시력인 그룹과 지식 습득 능력에 따라 대학생과 

비대학생으로 나누어 분석을 따로 실시하였다.  

 

그림 7. 전체 청크(정보의 양)에 따른 정확도 

모든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정보의 양이 

청크 3~청크 8 로 제공될 때 정확도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크 3~청크 5 와 

청크 6~청크 8 에서 보이는 각 평균정확도는 차이가 

있다. 이는 실험 시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크 3~청크 5 단위의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는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어려움 없이 문장을 말했으나, 

청크 6 이상에서는 개인차가 다소 발생했다. 이는 다음 

[그림 8]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8. 전체 청크(정보의 양)에 따른 선호도 

이에 청크 길이별 정보 인식이 편했거나 어려웠던 것을 

묻는 사후 인터뷰에서는 청크 6 부터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도 및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크 5 가 

가장 적정한 청크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적정 정보의 양 측정 실험 결과(대학생/비대학생) 

 

그림 9.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정확도 차이 

앞서 진행한 분석에서 청크 6 이상에서의 정확도와 

선호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문장의 

길이에 따라 쉽고 어려움을 생각하는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이와 간접적인 지식 습득 

능력에 준하여 피실험자를 2 그룹(대학생, 비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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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칭)으로 다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크 5 까지는 대학생과 비대학생 모두 

정확도가 비슷하지만 청크 6~8 에 걸쳐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정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림 10.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선호도 차이 

대학생이 비대학생보다 정답률 및 선호도에서 더 높은 

값을 보이는 원인은 TTS 등의 음성을 통한 학습에 더 

친숙하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학생 그룹 중 다수의 피실험자가 음성 

합성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비대학생 

그룹에서는 사용해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일괄적인 전체 반복보다는 의미있는 문장의 부분만 

반복해 주어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문장이 길 

경우에는 짧은 문장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면 인지하기 

쉬울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5. UX 가이드라인 제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용 

음성 안내에서의 UX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멀티미디어 감상 시에 음성 안내를 제공할 경우, 

적정한 음량 차이를 주어야 한다. 

• 콘텐츠의 형태(음성/비음성)와 음성 안내의 

형태(음성/비음성)에 따라 적정 음량 크기를 다르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음성 콘텐츠 시청시 – 음성 정보 제공일 경우 : 45dB 

이상 / 비음성 정보 제공일 경우: 15dB 이상 차이가 

나도록 제공한다. 

• 비음성 콘텐츠 시청시 – 음성 정보 제공일 경우 : 

45dB 이상 / 비음성 정보 제공일 경우 : 0dB 이상 

차이가 나도록 제공한다. (정확도 80% 기준) 

• 음성 안내로 제공되는 문장의 길이는 개인의 정보 

습득 능력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다. 

• 음성 안내는 최소기준 청크 5 이하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 청크 6 이상의 문장을 제공할 시, 두 문장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6. 결론 

앞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저시력자가 

멀티미디어 감상 시에 음성 안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단순히 큰 소리 혹은 동일한 소리 크기가 아닌 적정한 

음량 차이를 주어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형태 즉, 음성/비음성 여부에 따라 저시력자가 

인지하는 dB 크기에도 각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음성 안내 제공 시에 비음성 안내보다 더욱 큰 

소리 크기가 필요하다. 

사후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음성 안내의 인식의 

어려움이 단지 음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장 단위가 

아닌 숫자로만 제공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문장을 선별하여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되는 문장의 청크의 단위는 개인의 정보 습득 

능력과 음성 합성기의 사용 경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실험 환경 특성상 피실험자들의 집중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 습득 능력이 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그룹에 적정한 청크 단위를 최소기준 

청크 5 로 선정하고, 높다고 판단되는 적정 기준을 

청크 6 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시력자 및 

비시각장애인이 선호했던 5 개의 청크가 적정하며, 6개 

이상의 청크가 포함된 문장을 제공할 시, 두 문장으로 

나누어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면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권장하는 음성 안내의 최적 상대 음량 

정보 형태 

콘텐츠 
음성 비음성 

음성 45dB 15dB 

비음성 45dB 0dB 

 

표 5. 권장하는 음성 안내의 적정 청크 

청크 5 이하 권장 

청크 6 이상 
두 문장으로 나누어         

제공 권장 

 

본 연구에서는 비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고, 콘텐츠 이용 

기회를 능동적으로 높이고자 멀티미디어 콘텐츠용 

음성 안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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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다중으로 출력되는 소리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음성 

안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이것은 저시력자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도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시력자의 멀티미디어 감상 

니즈가 높고, 필수적으로 음성 안내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향후에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UX 적 관점에서의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품 

생산자 혹은 정보 제공자가 참고하길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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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 중에 제작된 

달 착륙 동영상을 입력으로 월면 우주인의 군중 

애니메이션 및 가상 달 체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전처리 과정으로, 달 착륙 동영상을 바탕으로 KLT 

신체 특징점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걷기, 달리기, 

스키핑(skipping), 제자리 뛰기 등의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이용하여 가상체험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RGBD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이를 가장 근사한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으로 매핑하여 개별 우주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다수간의 우주인들간의 충돌 없는 매끄러운 

군중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하여 RVO (Reciprocal 

Velocity Obstacle)를 적용하여 다수의 

월면우주인을 포함한 가상체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실제 달 착륙 동영상을 바탕으로 고안된 본 

시스템은 실감적이고 생동감 있는 동작을 생성해 내며, 

다양한 우주인 캐릭터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생성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rowd animation system 

that can provide virtual experiences on the 

moon. Our system takes the moon landing 

videos, which were captured during the Apollo 

mission in late 60s, as an input, and 

reconstructs various motion clips including 

walking, running, skipping and jumping using 

the KLT algorithm and refines the motions in a 

physically-consistent manner. Using Kinect 

sensor, the system also control the virtual 

astronaut model's movement by tracking the 

user's body movement. In order to make 

smooth crowd animation without creating 

collisions among virtual astronaut models, we 

apply the RVO algorithm to the astronaut 

models. Thus, our system produces realistic 

and interactive crowd animation for virtual 

moon experiences populated with interesting 

motion sequences. 

 

주제어 

비디오기반 모션 캡쳐, 가상현실, 군중애니메이션  

 

1. 서론 

월면 우주인 군중 애니메이션 시스템은 본 연구의 

저자들이 진행중인 달∙화성 체험 시스템 프로젝트의 

일부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HMD 

(Head-mounted display)와 반중력 장치를 몸에 

착용하고 가상의 달∙화성 공간에서 다수의 우주인 

인공지능 캐릭터들과 함께 달∙화성 환경을 실감나고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달 착륙 동영상에서 우주인 동작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키넥트를 통해 

우주인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를 제어하고 우주인 

캐릭터 시뮬레이션 및 군중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우선 달 착륙 동영상으로부터 걷기, 달리기, 

스키핑, 제자리 뛰기 동작 클립을 추출하며 이로부터 

신체 특징점을 추적하여 참조 동작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어 참조 동작을 매핑한 애니메이션 상태를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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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우주인 

모델을 제어한다. 또한 군중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개별 우주인 캐릭터에 참조 동작을 매핑하고 

이들간의 동작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RVO 를 

이용하여 모션 플래닝 한다. 

 

그림 1. 월면 우주인 군중 애니메이션 시스템도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우주인 캐릭터의 개별 동작을 

비디오로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서술하고, 3 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동작을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사용자가 제어하는 

우주인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다수의 자율 제어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들(NPC)과의 충돌 없는 효과적 

군중 애니메이션 제어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5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사용성을 실험하고 

결과를 서술한다. 끝으로 6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2.  비디오 기반 우주인 캐릭터 동작 캡쳐 

인간의 모션 캡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신뢰도 높은 tracking 과 자세 추정, 동작 인식이 

가능해졌다 [1, 2]. 자동화된 컴퓨터 비전 기술과 물리 

기반의 모션 모델링 기술이 결합되면 인간의 3D 

동작을 사실감 있게 생성할 수 있다 [3, 4].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주인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물리 기반의 

3D 우주인 모션 모델링을 위한 비디오 기반 모션 캡쳐 

방법과 이를 통한 모션 데이터 생성 방법을 설명한다. 

2.1. 우주인 신체 특징점 추적 

본 연구에서는 우주공간 모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과 

Discovery Space 에서 제공하는 NASA 의 달 착륙 

동영상을 참조하였다. 달에 착륙한 우주인의 모션 

영상은 일반 영상에 비해 화질이 좋지 않고 추적할 

대상이 우주복을 착용하고 있는 등의 제약 사항이 

있다. 따라서 영상 처리만을 이용한 우주인 몸체의 

세부 단말에 대한 3 차원 위치 및 자세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동영상으로부터 모든 신체 단말의 동작을 

캡쳐하는 대신 우주인 몸체에 관한 3 차원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 특징점 추적에 

적합한 알고리즘인 KLT[5]를 적용하여 전체 이미지에 

대한 특징점 추적 결과를 도출하여 테이블 형태로 

저장한다.  

달리기 모션 클립의 경우 중복된 이미지로 구성된 

프레임들을 제외한 총 25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모션 클립으로부터 150 개의 특징점을 

추적하였다. 그림 2 의 붉은 점은 추적된 특징점이며, 

그림 3 과 같이 전체 픽셀 좌표 값 변화 결과를 

150 개의 행과 25 개 열로 구성된 테이블에 

저장하였다. 특징점 추적 결과 테이블의 행과 열은 

각각 특징점과 프레임 번호를 의미한다. 

 

그림 2. 달리기 동작의 특징점 추적 결과 

 

그림 3. 프레임 별 특징점 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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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투영된 이미지 간의 원근 투영 변환 

모델인 homography 를 구한다. 우주인 몸체의 

삼차원 위치 및 자세를 계산하기 위해 테이블 정보 중 

몸체에 해당되는 특징점 추적 결과만 추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몸체 범위를 

지정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한 뒤 

homography 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homography 는 촬영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에서의 변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대상인 우주인이 움직이는 영상을 참조하여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에 대한 우주인의 상대적인 이동 및 회전 

정도를 구하였다. 즉 우주인 몸체는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homography 를 

계산한 후 이를 decompose 하여 얻은 3 차원 이동 

및 회전 값을 획득한다. 하지만 이 값들은 고정된 

몸체에 대한 카메라의 상대적인 이동 및 회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좌표 결과값을 고정된 

카메라에 대한 몸체의 이동 및 회전을 나타내는 월드 

좌표계 값으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2.2. 우주인 모션 데이터 생성 

이렇게 도출한 우주인 몸체의 3 차원 위치 및 

자세를 NASA 에서 제공하는 우주인 메쉬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신체 단말에 대한 

세부적인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해당 우주인 모델을 

Autodesk 3ds Max 에서 지원하는 Biped 모델을 

연동하였다. Biped 모델의 footstep 및 키프레임의 

수정을 통해 우주인 동작을 매핑하여 걷기, 달리기, 

스키핑, 제자리 뛰기 총 4 가지 종류의 우주인 참조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bip 타입으로 

생성된 모션 데이터를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utodesk 의 Motionbuilder 를 사용하여 

bvh 타입으로 변환하였다. 

 

(a)                    (b)                    (c) 

그림 4. (a)Biped 모델. (b)BVH 모델. (c)NASA 제공 

우주인 모델 

 

 그림 5 를 통해 우주공간 참조 모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걷기 영상은 8.83 sec 

sequence, 131 frames, 30fps 이고, 달리기 영상은 

3:91 sec sequence, 121 frames, 30fps 이다. 

  

(a) 실제 달 착륙 걷기 영상 

 

(b) 우주인 걷기 동작 캡쳐 결과 

 

(c) 실제 달 착륙 달리기 영상  

 

(d) 우주인 달리기 동작 캡쳐 결과 

그림 5. 우주인 참조 모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3. 동작 기반 우주인 모델 제어 

사용자에게 상호작용감이 있는 가상 체험 환경을 

제공하여 가상환경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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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혹은 아바타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6].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GB-D 카메라로 사용자의 동작을 

입력 받아 동작을 해석하고 비디오 기반으로 완성된 

참조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우주인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동작 인식 및 매핑 모델 

본 연구에서는 RGB-D 카메라로 Kinect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절 위치에 대한 3 차원 관절 

좌표를 입력 받았다. 사용자의 움직임은 우주인이 

달에서 행하는 동작에 한정되므로 사용자의 머리, 

어깨, 척추, 손, 발의 관절 위치 정보만을 이용한다. 

Kinect 센서로부터 획득한 관절각의 속도 및 위치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동작을 초기 상태,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손들기, 위로 점프, 앞으로 

점프, 걷기, 달리기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사용자의 점프 동작은 초기 인식된 발의 3 차원 관절 

좌표에 대해 상대적인 발의 관절 좌표로 정의하므로 

사용자 동작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초기 스캔 시 사용자의 두 발이 정확히 인식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방향이 그림 6 과 같이 카메라에 

수직이어야 한다. 사용자의 동작은 반복실험을 통해 

얻어낸 상수값과 관절 좌표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정의한다. 위로 점프와 앞으로 점프 동작은 양 손 

관절각의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자의 걷기, 

달리기 동작은 양 발의 관절각의 속도와 머리 위치 

변화에 따라 정의한다. 손들기 동작은 양 손의 3 차원 

좌표와 척추 관절의 3 차원 좌표 값 비교를 통해 

정의하고, 회전 동작은 양 어깨의 3 차원 좌표 값 

비교를 통해 정의한다. 

인식한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우주인 아바타 모델의 

속도, 점프 정도, 손 위치, 손의 움직임 정도, 회전 

정도를 포함하는 우주인 동작 정보를 변경한다 (그림 

6). 

  

        (a) 걷기 동작                 (b) 달리기 동작 

  

     (c) 위로 점프 동작        (d) 앞으로 점프 동작  

그림 6. 동작 인식에 따른 동작 정보 변경 결과 

(a)걷기동작에 따른 속도 증가 (b)달리기기 동작에 따른 

속도 증가 (c)위로 점프 동작에 따른 점프 정도 증가 

(d)앞으로 점프 동작에 따른 점프 정도와 손의 움직임 

정도 증가 

  

 이후 우주인 모델을 사용자 동작과 가장 비슷한 

애니메이션 상태로 매핑하기 위해 우주인 동작 정보를 

애니메이션 상태 전이 조건으로 이용하는 애니메이션 

제어기를 생성한다. 이의 구현을 위해 Unity[7]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인 Animator 를 이용하며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의 상태로 초기 상태,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손들기, 위로 점프, 앞으로 

점프, 걷기, 뛰기 애니메이션 클립을 삽입하고 삽입된 

애니메이션 클립을 transition 으로 연결한다. 

애니메이션의 상태 전이 조건으로 우주인 동작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에서의 우주인 

애니메이션 상태가 선택되도록 한다. 

애니메이션 제어기에 삽입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하나의 rigging 된 우주인 모델에 자동으로 

매핑되도록 Unity Mechanim 시스템을 이용한다. 

Rigging 방식으로 인간형(humanoid) 방식을 

사용하여 Mechanim 시스템의 retargeting 기능을 

통해 애니메이션 클립과 우주인 모델의 bone 매핑이 

진행된 후 선택된 애니메이션 상태에 따라 우주인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도록 한다 

3.2. 동작전환 

우주인 애니메이션 상태와 상태 전이를 위해 우주인 

동작을 정의하는 유한 상태 기계를 이용한다. 우주인 

모델의 상태에 따라 해당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현재 상태로부터 전이 가능한 다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상태 전이는 실시간 우주인 동작 정보의 변화에 

따라 유발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상태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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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주인 애니메이션 상태도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 애니메이션 

상태 전이 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의 애니메이션을 

혼합하는 cross-fading 을 사용한다 [8, 9]. Cross-

fading 은 현재 동작의 가중치를 줄이는 동시에 다음 

동작의 가중치를 높여 자연스럽게 다음 상태로 

전이하는 방법이다 [10].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의 

혼합을 위해 Unity Mechanim 시스템의 애니메이션 

transition graph 를 사용하여 동작 혼합 시점과 

동작 혼합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사용자 동작으로 

제어하는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다. 

그림 8 은 손을 올린 채 정지했다가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점프하는 사용자 동작에 따라, 손들기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혼합을 

통해 앞으로 점프 애니메이션 상태로 전환된 우주인 

애니메이션 결과이다. 

 

그림 8. 사용자 동작에 의한 애니메이션 생성 결과 
 

4. 우주인 군중 애니메이션 

4.1. 우주인 NPC 애니메이션 

개별 우주인 NPC(Non-Player Character) 

애니메이션은 비디오 기반으로 캡쳐한 우주인 캐릭터 

동작을 rigging 된 우주인 캐릭터에 매핑하고 다양한 

동작들간의 동작 혼합(motion blending)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이의 구현을 위해 Unity 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인 Animator 를 이용하며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의 상태로 초기 상태,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손들기, 위로 점프, 앞으로 점프, 

걷기, 뛰기 애니메이션 클립을 삽입하고 각 상태를 

연결한다. 애니메이션 상태의 전이 조건으로 점프 

여부, 속도, 손높이, 손움직임, 회전을 설정하고, 상태 

전이 조건에 따라 동작할 애니메이션 클립이 

선택되도록 한다. 상태 전이 조건으로 설정한 동작 

정보를 무작위로 변경하되 애니메이션 상태의 최소 

지속시간을 설정하여 다양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한다. 애니메이션 상태가 전이될 때 두 

애니메이션의 기준점이 부드럽게 혼합이 되도록 혼합 

시간과 혼합 시점을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NPC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그림 9). 

 

그림 9. 개별 우주인 캐릭터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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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VO 를 이용한 군중 애니메이션 

개별 동작을 수행하는 우주인 모델에 RVO 를 

적용하여 우주인 모델간의 충돌 회피가 가능하면서 달 

공간을 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RVO 는 

움직이는 agent 의 속도를 선택할 때 agent 간 충돌이 

발생하는 충돌속도공간 (velocity obstacle space) 

외부의 속도를 선택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11]. 그림 10 과 같이 같이, 이 방법은 충돌에 관여된 

두 agent 들이 함께 충돌 회피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의 자연스러움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a) 

 

(b) 

  

(c) 

그림 10. (a) 가상의 agent A 와 B. (b) 가상 agent B 에 

의해 유도된 가상 agent A 의 VO. (c) 가상 agent B 에 

의해 유도된 가상 agent A 의 RVO [12] 
 

본 연구에서는 RVO 를 이용하기 위하여 Unity 에 

내장된 navmesh 컴포넌트를 우주인 캐릭터에 

적용하여 우주인 캐릭터간의 충돌 없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월면 군중 애니메이션 

 

5.  사용성 평가 및 관찰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 달 체험 시스템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1 대의 PC 와 30 인치 모니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상 달 체험 소프트웨어, 키넥트 

센서가 사용되었다. 피험자로는 20 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 명이 참가했고 40%의 피험자들은 

키넥트를 이용한 조작 경험이 없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6 가지 개별 동작에 

대한 동작 인식 성공률을 측정하고 주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업의 성공 여부 및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동작 인식 성공률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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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개별 동작을 각각 10 회씩 수행하고, 

피험자가 의도한 우주인 애니메이션이 생성되는 경우 

동작 인식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그림 12 와 같이 사용자 조작을 통해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작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조작의 

편의성과 우주인 동작과의 괴리감을 살펴보았다. 

  

그림 12. 사용성 평가 환경 

 

개별 동작 인식 성공률 측정 결과 상체만 사용하는 

동작들은 평균 성공률이 100%로 높았고, 다리를 

사용하는 동작도 대체로 8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점프 동작은 평균 성공률이 

65.56%에 그쳐 다른 동작에 비해 동작 인식 성공률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1. 개별 동작 인식률 측정 결과 

Task 동작 인식 성공률(%) 

Hands up 100 

Turn left 100 

Turn right 100 

Walk 82.22 

Run 93.33 

Jump up 88.89 

Jump forward 65.56 

 

 주어진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태스크의 성공 

여부와 태스크 수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 모든 

참가자가 태스크를 완료했다. 하지만 1 명의 참가자의 

경우 숙련된 사용자와 비교하여 10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10 명의 

참가자중 9 명의 참가자가 주어진 태스크를 성공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림 13. expert 와 피험자들의 태스크 수행 시간 

 

 정량적 평가 이후 참여자가 느낀 사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평가항목을 조작의 편의성과 우주인 

동작과의 괴리감으로 나누고, 각 평가 항목별로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표 2). 평균 평가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에 가까운 답변을 하였다.  

표 2. 사용자 설문조사 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조작의 

편의성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가 4.2 

시스템 조작이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가 
4.4 

적은 인지노력으로 시스템 

조작이 가능한가 
4.6 

우주인 

동작과의 

괴리감 

원하지 않는 동작 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4.2 

동작 사이의 연결은 

매끄러운가 
3.8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달 착륙 동영상에서 신체 특징점을 

추출하여 동작 DB 를 구성하고, Kinect 를 이용하여 

우주인 애니메이션 모델을 제어하며, RVO 충돌 회피 

기술을 사용하여 군중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참조 동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실제 달 착륙 동영상 개수가 적어, 

동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수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물리기반의 캐릭터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월면에서의 우주인 동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재생성 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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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배경 중첩 시 

발생하는 이미지 왜곡 현상을 개선하는 그래픽 보정 

효과를 제안하였다. 보정에 사용된 효과는 컨트라스트, 

아웃라인, 블러, 글로우, 그림자 5 가지이다. 실험 결과 

어두운 배경에 놓인 텍스트가 밝은 배경에 놓인 텍스트 

보다 초당 0.8 글자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지 

효과 중 아웃라인 효과가 가독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최적 크기는 텍스트 대비 7.5% 두께 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서 검증된 그래픽 보정 기법을 적용한 UI 는 효과 

적용전 UI  대비 만족도 조사 결과 기존 대비 가시성이 

향상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reduce the recognized 

image distortion effect of texts presented on a 

transparent display environment by testing five 

graphical correction methods; Contrast, 

Outline, Blur, Glow and Shadow effects. The 

result showed the legibility of the text displayed 

on a dim background image increase by 0.8 

characters per second than that of bright 

background image. The Outline effect most 

effectively improved text legibility while taking 

the optimal stroke thickness 7.5% of the text 

size displayed on a transparent display. 

transparent display, color blending, text treatment, 
transparent display usability, text recognition 

1. 서론 

투명 디스플레이의 사용성 문제는 사용자가 전경의 

이미지를 배경과 중첩하여 인식할 때 발생한다. 

이미지의 중첩은 텍스트의 가독성은 물론이고 

인터페이스 요소로 사용되는 아이콘의 시각 가시성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색상을 담고있는 컨텐츠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투명 디스플레이 사용성 개선과 

상용화에 필요한 전제 요소이다. 

기존 연구에서 실시간으로 투명 디스플레이 컨텐츠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지만 (Sridharan et al. 

2013) 고사양 하드웨어가 전제되는 만큼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기구적인 도움 없이 사용자의 

인지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텍스트의 그래픽 보정을 

통해 투명 디스플레이 컨텐츠의 가독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보다 빠른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 텍스트 컨텐츠 시각화 개선에 

유의한 5 가지 그래픽 보정 효과를 제안하고 사용성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 이론적 배경 

인간이 인식하는 색상은 지각된 고유 색상과 인지된 

보정 색상으로 나뉠 수 있다. 지각 색상은 빛의 파장을 

인간의 시각 기관을 통해 느끼는 순수 색을 의미한다.  

반면 인지 색상은 기존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기억된 

색상이나 심리 작용에 의해 시각적 착오를 일으켜 원본 

색과는 다르게 인식한 색상을 말한다. 흑백 처리된 사과 

이미지를 보고 빨갛다고 인지하는 것과 인접 색상과의 

간섭, 안구의 생리작용에 의해 생기는 착시가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전경에 표시되는 

색상과 배경에 중첩되는 후경 색상이 서로 간섭하며 

발생하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면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활용한 색상 보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1 공간 주파수 

공간주파수랑 특정 공간내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각 구조를 말한다. 반복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시각 

요소는 색상 대비차에 따라 주파수 축상 기록이 

가능하다. 이때 높은 공간주파수에서 시각 민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눈의 시각적 한계나 

투명 
디스플레이 
5 가지 보정 
방법 선정 

실험 설계  
및 진행 결과 분석 디자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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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시각 가중치 포화 현상을 이유로 들 수 있다. 

(Campbell and Green, 1965) 

즉, 투명 디스플레이에 표현된 이미지의 공간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높인다면 색상 구현 상태나 이미지 

가시성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픽 보정 효과를 통해 투명 디스플레이 상 이미지의 

공간주파수를 높이고 사용자의 시각 민감도 감소에 

따른 보정효과를 기대한다. 

2.2 투명도와 정보 인지 

전경 디스플레이의 투명도에 의한 정보 및 색상 왜곡을 

색상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Sridharan (2013)는 투명도가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품질에 의한 전경 표현 색상 왜곡(render 

distortion)과 배경색이 투명 재질을 통과 하며 생기는 

후경 재질 색상 왜곡(material distortion)을 고려하여 

두 색상의 혼합색이 의도된 색상과 같도록하는 

보정기법을 제안했다. 

Binned Profile 은 sRGB 색상 중 투명 디스플레이에 

표현가능한 색상만으로 축소된 색영역이다. BP 를 통해 

투명도가 있는 디스플레이의 색상 표현 한계를 

명확히하고 sRGB 색영역 위의 원본 색상과의 거리값을 

패턴화하여 표현 왜곡의 결과를 예측하고 보상 색상을 

제공할 수 있다.  

Juan (2014)는 전경 색상과 후경 색상의 혼합을 

고려한 색상 보정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형태 및 텍스트 

보정에 활용가능한 3 가지 보정 방법을 제시했다. 

첫번째 방법인 Correction 은 보정을 통해 형태나 

텍스트의 의도 색상을 가장 가깝게 구현하는 방법이다. 

반면 Contrast 와 Show-up-to-Contrast 는 전경 

오브젝트와 중첩된 배경의 색의 명암비(contrast 

ratio)를 고려해 의도색에 가깝게 보정된 색상이 

배경과 일정 수준 이상의 명암비를 가지도록 추가적인 

보정하는 방법이다. 

색상 보정을 통한 해결법 외에 기존의 기구적 스펙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이용해 정보 

가독성을 높히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Harrison (1995)는 전경 디스플레이의 투명도에 따른 

스트룹 효과(Stroop effect)를 연구하였다. 전경 색상 

레이어와 후경 색상 이름 텍스트의 간섭이 전경 

투명도의 변화에 의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경의 투명도가 높아질 수록 전경 색상의 

인식율이 떨어졌으며 후경 텍스트 가독성은 전경 

투명도 10%와 2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투명 중첩 상황 이미지 보정 연구  

보정 방법 연구자 연구 내용 

색상 보정 

알고리즘 

Sridharan 
표현 색상 왜곡과 재질 왜곡을 

고려한 색상 보정  

Juan 
실시간 색상 보정 알고리즘을 

응용한 명도 차이 기반 보정  

인지 특성 Harrison  
전경 투명도 변화에 따른 전경 

및 후경 이미지 인지율 변화 

 

3. 그래픽 보정 방법 선정 

Harrison (1995)은 투명 중첩 작업 환경 시나리오 

실험에서 오브젝트나 텍스트 주위로 대비율 (contrast 

ratio)이 높은 색상의 아웃라인을 적용하면 가시성과 

식별력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텍스트를 대비 색상을 이용해 둘러싸는 그래픽 

보정 효과가 시인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5가지 그래픽 보정 방법을 선정하였다. 

1. 컨트라스트 효과 : 텍스트 주조색과 같은 계열 

색상의 구속 상자(bounding box)를 문장 뒤에 

배치하는 보정 기법이다. 텍스트와 구속 상자의 

대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8.5까지 강도를 일정한 

차이를 두고 상승하도록 하여 총 6문장을 구성하였다. 

2. 아웃라인 효과 : 텍스트 주위로 검은 색상의 

아웃라인을 두른 보정 기법이다. 6개의 문장에는 

0.5px부터 3px까지 0.5px씩 증가하는 아웃라인 

효과를 적용하여 최적 아웃라인의 두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텍스트에 적용된 6가지 

색상과 아웃라인 효과의 대비율에 의해 생기는 

가독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3. 블러 효과 : 텍스트와 중첩되는 배경의 화상을 

흐리게 하여 문장의 시인성을 높이는 기법이다. 흐림의 

강도는 가우시안 필터 2px부터 12px까지 2px씩 

증가하도록 구성되었다. 텍스트 주위로 적용된 그래픽 

요소가 배경과 정확히 중첩 될때 효과가 극대화 

되겠으나 본 실험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실험 세트상 

피실험자의 상대적인 눈높이에 해당하는 배경 

이미지를 임의로 추출하여 흐림 효과를 적용하였다. 

4. 글로우 효과 : 텍스트 주위로 노랑 색상(#FFEB32) 

의 글로우를 적용한 보정 기법이다. 글로우의 강도는 

3px 부터 13px가지 2px씩 증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실험에서 적용된 효과 중 명도가 가장 밝은 색상 

보정 기법으로 최적 글로우 효과 강도와 더불어 어두운 

색상 보정과 밝은 색상 보정의 가독성 향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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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자 효과 : 텍스트에 검은 색상의 그림자 효과를 

적용한 보정 기법이다. 그림자의 강도는 3px 부터 

13px까지 2px씩 증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  텍스트 그래픽 보정 효과 종류 

4. 사용자 실험 

본 실험은 투명 상의 텍스트에 특정한 그래픽 보정 

효과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독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하기와 같이 구성되었다. 

투명 디스플레이 사용 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51 인치 LCD 타입 투명 디스플레이 

뒤에 55 인치 TV 배치하여 실내 인테리어 환경을 

중첩하였다 (그림 3).  

 

그림 3.  실내 환경 사용 상황의 실험 세트 

전경에 표시되는 문장은 총 30 가지로 50 자 내외로 

구성되었다. 문장은 6 가지 색상 변수(빨강, 주황, 초록, 

터키, 파랑, 보라)를 가지며 각기 다른 텍스트 그래픽 

보정 효과가 적용되어있다. 각 문장은 효과가 가장 

약한것 부터 강한 것까지 일정한 편차를 두고 6 단계에 

걸쳐 강도(intensity)가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가독 시간을 통해 각 효과의 최적 강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배경으로 실내 인테리어 환경 이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경 오브젝트와의 중첩 위치에 따라 

배경색상이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용자의 실제 사용 행태와 비슷한 환경에서 인지적인 

특성이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안을 

두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24 명이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남녀 비율은 

통제하지 않았다.  

 

그림 4.  실제 실험 환경 

5. 실험 설계 

본 실험은 3 가지 요소를 다루는 6 × 5 × 2 설계로 

구성되었다. 전경에 표시되는 6 가지 텍스트 색상 및 

해당 텍스트에 적용되는 5 가지 효과와 배경에 

표시되는 환경을 밝기에 따라 2 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표 2) 

표 2. 실험 설계 요소 

요소 variation 

텍스트 색상 

(전경) 
빨강, 주황, 초록, 터키, 파랑, 보라 

텍스트 효과    

(전경) 

컨트라스트, 아웃라인, 블러, 글로우, 

그림자  

환경 밝기 

(후경) 

밝은 실내 인테리어, 어두운 실내 

인테리어 

 

그림 5. 전경 및 후경 이미지 배치 

실험 참여자는 각 텍스트 효과별로 6 개의 다른 강도가 

적용된 문장을 읽었다. 제시되는 문장은 20px 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6 가지 색상이 모두 한번씩은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한 참여자가 5 가지 효과 

모두를 읽었을 때 중복되어 읽는 문장이 없게 30 가지 

문장은 각 효과에 6 문장씩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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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설  

실험에 사용된 5 가지 그래픽 보정 효과는 투명 

중첩상황에서 텍스트 주조색과 그래픽 효과의 색상 

대비차가 높을 수록 가시성과 식별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H1: 텍스트 주조색과 보정 효과의 주조색의 대비차가 

커질 때 텍스트 가독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텍스트와 효과의 색상 대비차 외에도 전경의 텍스트 

그래픽 효과 색상과 후경의 배경 색상의 대비차 또한 

텍스트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H2: 밝은 배경 위에 어두운 색상으로 텍스트 보정 

효과를 적용하면 밝은 색상의 텍스트 보정 효과 적용 

대비 가독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어두운 배경 위에 밝은 색상으로 텍스트 보정 

효과를 적용하면 어두운 색상으로 텍스트 보정 효과 

적용 대비 가독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 가설의 어두운 계열에 해당하는 효과는 

블랙(#000000) 색상을 사용한 아웃라인 효과와 

그림자 효과로 텍스트 색상과의 대비차에 따라 

가독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세번째 

가설의 밝은 계열에 해당하는 효과는 노란 

색상(#FFEB32)이 적용된 글로우 효과로 어두운 배경 

위에서 어두운 계열 효과 대비 가독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네번째 가설에서는 배경 밝기에 따른 전경 텍스트이 

가독성 차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H4: 배경의 밝기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밝은 배경 이미지가 투명 디스플레이에 부재한 차광판 

역할을 하여 어두운 배경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대비 전경 텍스트의 가시성이 좋아 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6. 실험 결과 

5 가지 효과 별 사용자 실험 자료를 밝은 배경과 어두운 

배경으로 나누어 투명 상에 표시된 텍스트의 가독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픽 보정 효과의 

종류와 해당 기법의 적정 강도(intensity)를 분석 

하였다. 

문장 별 가독 시간은 초당 읽은 글자(character per 

second)의 수로 기록되었으며 배경 종류에 따라 

분석되었다. 

6.1 텍스트-효과 색상 간의 대비율에 따른 가독성  

실험 결과 배경과 텍스트 보정 효과의 색상 대비 차이에 

의한 가독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험에 사용된 6가지 색상의 텍스트가 

블랙(#000000)색상과의 대비 값이 한정적이었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었다. (표3)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LCD 투명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화이트 색상이 투명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텍스트 

색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블랙 아웃라인이 적용된 

화이트 텍스트를 실험하지 않았지만, 화이트와 블랙의 

명도 대비율이 21:1인 것을 감안하면 추후 실험에서는 

텍스트와 효과간의 대비차가 더 큰 색상을 추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블랙 아웃라인과 텍스트 주조색상의 대비율 

텍스트 

주조색 빨강 주황 초록 터키 파랑 보라 

대비율 5.1:1 7.6:1 6.5:1 4.8:1 2.5:1 2.1:1 

 

6.2 밝은 배경 이미지에 따른 효과간 가독성 

두번째 가설에서는 밝은 배경 상의 텍스트에 어두운 

그래픽 보정 효과를 적용했을 때 밝은 그래픽 보정 효과 

적용 대비 가독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실험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 통계 결과에 따르면 블랙(#000000) 

색상이 적용된 아웃라인 효과에서 8.82자로 그림자, 

글로우 대비 초당 평균 0.1~0.5자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그림자 효과의 경우 같은 블랙 색상이 

적용되었지만 효과의 특성상 색상에 투명도가 

적용됨에 따라 밝은 배경 상황에서의 효과가 아웃라인 

효과 대비 감쇠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 밝은 배경 상의 효과간 가독성 차이 

 

6.3 어두운 배경 이미지에 따른 효과간 가독성 

표 5 에서 알 수 있듯이 세번째 가설에서는 어두운 배경 

이미지 상의 텍스트에 밝은 그래픽 보정 기법 적용과 

어두운 그래픽 보정 기법 적용 간의 가독성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𝑝𝑝 < 0.01 ).글로우 효과가 

아웃라인 효과보다 초당 0.53 글자 더 많이 읽었으며 

글로우 효과와 그림자 효과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 평균(CPS) 표준편차 표준오차 

아웃라인 72 8.290 1.246 .146 

그림자 72 8.461 1.502 .177 

글로우 72 8.818 1.308 .154 

합계 216 8.523 1.368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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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어두운 배경위에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에는 밝은 주조색의 그래픽 보정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전경 화면 텍스트의 가시성을 향상할 수 있다. 

표 5. 어두운 배경 상의 효과간 가독성 차이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확률 

1.090 2 213 .338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2.519 2 6.259 3.987 .020 

집단-내 334.397 213 1.570 
  

합계 346.915 215 
   

 

사후검정 다중비교-Scheffe 

그래픽 보정 효과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글로우 그림자 .40528       .20883 .155 -.1095 .9201 

아웃라인 .57361* .20883 .025 .0588 1.0884 

그림자 글로우 -.40528 .20883 .155 -.9201 .1095 

아웃라인 .16833 .20883 .723 -.3464 .6831 

아웃라인 글로우 -.57361 .20883 .025 -1.0884 -.0588 

그림자 -.16833 .20883 .723 -.6831 .3464 

 

6.4 배경 밝기에 따른 가독성 

효과와는 별개로 배경의 휘도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𝑝𝑝 < 0.01). 가설과는 반대로 

밝은 배경 보다 어두운 배경에서 초당 평균 0.47 글자 

더 많이 읽었다. 
*
 

이를 통해 밝은 배경이 사용자에게 차광판으로 

지각되기 보다는 휘도가 높은 많은 추가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오히려 텍스트 가독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량을 상승시킨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표 6. 밝은 배경과 어두운 배경 상의 텍스트 가독성 차이 

구분 평균(CPS) 표준편차 

t p 
CPS 

(character 

per 

second) 

밝은 

배경 
(n=360) 

어두운 

배경 
(n=360) 

밝은 

배경 

어두운 

배경 

8.34 8.81 1.54 1.62 -3.949 0.000 

6.5 요약 

어두운 배경과 밝은 배경에서의 효과별 텍스트 가독 

시간을 비교한 결과 아웃라인 효과가 뛰어난 보정 

효과를 보였으며(그림 6,7) 1.5px 에 해당하는 강도 

3 이(표 7) 보정효과가 가장 좋았다.  

컨트라스트 효과는 강도가 강해질 수록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텍스트를 둘러싸는 구속 

박스(bounding box)의 채도가 높아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텍스트와의 대비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보의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구속 박스의 채도를 낮추어 텍스트와 보정 

효과의 색상 간 3.08:1 이상의 대비차를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  밝은 배경에서의 효과별 가독성 

블러 효과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 적용 효과를 

유사하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배경 이미지 

간의 간섭이 심화되어 가독 시간 측정에 노이즈가 

작용하였다. 따라서 밝은 배경 상에 놓여진 블러 효과의 

텍스트 가독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기존의 추세를 

따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6)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시선 인식을 통한 정확한 배경 이미지 추출을 

통해 해당 보정 방법의 효과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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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두운 배경에서의 효과별 가독성 

글로우 효과는 어두운 배경 상에 놓인 텍스트에 

적용되었을 때 가독성이 향상되었다. 밝은 배경에서도 

다른 효과 대비 보정 효과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적 강도는 5px 이며 텍스트 사이즈 대비 25%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자 효과는 강도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추세를 발견 

할 수 없었다. 아웃라인 효과와 함께 블랙 색상이 

적용된 텍스트 보정 효과이지만 효과 특성상 투명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되었다. 

표 7. 효과 별 강도(intensity) 세부 값 

강도 컨트라스트 아웃라인 블러 글로우 그림자 

1 3.08~7.95 0.5px 2px 3px 3px 

2 2.73~6.84 1px 4px 5px 5px 

3 2.49~5.15 1.5px 6px 7px 7px 

4 1.75~3.56 2px 8px 9px 9px 

5 1.61~2.79 2.5px 10px 11px 11px 

6 1.42~2.35 3px 12px 13px 13px 

 

7. 투명 디스플레이 텍스트 시각화 가이드라인 

배경색과 비슷한 명도 값의 텍스트를 표현할 경우 중첩 

왜곡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폰트에 

아웃라인(Stroke) 효과를 적용한다. 아웃라인의 

두께는 텍스트 사이즈 대비 7.5%로 한다. 

어두운 배경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텍스트에는 밝은 계열의 색상이 적용된 

글로우 효과를 권장한다. 글로우 효과의 강도는 텍스트 

대비 25%로 한다. 

밝은 배경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전경 

이미지와 후경 이미지의 간섭이 심화되므로 텍스트 

주변으로 어두운 색상의 구속 박스를 이용하여 배경의 

정보가 전경의 정보와 함께 인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경 이미지와 후경 이미지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처리 부하를 최소하 하기 위해 전경 텍스트 색상이 

현저하게 구별되게 한다.  

 

 

그림 8.  텍스트 시각화 예시 

 

표 8. 투명 그래픽 보정 효과 적용 방법 

효과명 효과 적용 방법 

컨트라스트 효과 

- 텍스트와 효과의 색상이 3.01:1 이상의 

대비차를 이루도록 적용.  

- 후경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 어두운 색상의 

구속 박스를 이용하여 과다한 정보의 중첩 차단 

용도로 사용 

아웃라인 효과 
- 텍스트 크기 대비 7.5% 두께로 적용 

- 텍스트 색상과 대비율이 높은 색상으로 적용 

블러 효과 
- 후경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 블러 효과를 

적용하여 배경 이미지의 현저성을 낮춤 

글로우 효과 - 텍스트 크기 대비 25% 강도로 적용 

그림자 효과 
- 후경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여 전경 이미지의 시각 보정 권장 

•  

8. 디자인 반영 

사용자 실험을 통해 검증된 투명 디스플레이 텍스트 

그래픽 보정 효과 가이드라인을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였다. 

• 전체적인 UI의 색상은 밝은 색상 계열에서 어두운 

색상으로 변경하여 후경 환경의 정보가 전경과 

간섭이 적게 일어나도록 한다. (그림 9) 작업 영역의 

색상이 어두워짐에 따라 후경 정보와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집중도 분리를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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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어두운 색상 계열의 파워포인트 작업 공간 

• 컨트라스트 효과 및 아웃라인 효과를 아이콘에 

적용한다. (그림 10) 메뉴에 있는 텍스트에는 

아웃라인을 적용하였으며 아이콘은 텍스트 

아웃라인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컨트라스트 

효과를 적용한다. 

 

그림 10.  컨트라스트 효과와 아웃라인이 적용된 아이콘 

제시된 디자인 적용 방안은 투명 컨텍스트 상의 UI 

가시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지만 본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창조하는 

컨텐츠의 시각화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추후 텍스트 정보 처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손쉽게 적용 가능한 텍스트 시각화 템플릿을 

제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9.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각화 가이드는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나 알고리즘의 이해 없이도 투명 상에 

표현되는 이미지의 효과적인 시각화 개선을 

목표로한다. 따라서 투명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시각화 

개선에 필요한 텍스트 정보 표현 그래픽 보정 

가이드라인이 사용자 실험을 통해 제안되었다. 

실험에서 제시된 5 가지 효과(컨트라스트, 아웃라인, 

블러, 글로우, 그림자)의 실질적인 텍스트 가독성 

개선을 검증하였으며 각 효과별 권장 강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블러 효과의 

기대 수준의 보정 결과를 구현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적정 

보정 강도를 찾을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시선 추적 기술을 응용하여 정확한 중첩 후경 이미지 

추출을 통한 완성도 높은 블러 보정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을 통해 제시된 투명 그래픽 보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파워포인트 UI 는 기존 대비 투명 컨텍스트상 

가시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현재 제안된 디자인 

적용 프로세스에서는 UI 요소에 한정하여 보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지만 적용 범위를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확대하여 정보 시각화 보정 기법이 적용된 

템플릿을 제공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하는 정보의 가시성도 본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수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0. 사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의 미래 산업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543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참고 문헌 

1. Baudisch,P., Gutwin, C., Multiblending: 

displaying overlapping windows 

simultaneously without the drawbacks of 

alpha blending – CHI (2004)  

2. Campbell, F. and Green, D. 1965. Optical 

and retinal factors affecting visual 

resolution. The Journal of Physiology. 181, 3 

(1965), 576-593. 

3. Harrison, B. L., Zhai, S., Vicente, K. J., 

Buxton, B. (1994). Semi-transparent User 

Interface Object: Supporting Focused and 

Divided Attention. Cognitive Engineering 

Lab Technical Report CEL-94-08,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 of Toronto, 

November, 1994.  

4. Harrison, B., Ishii, H., Vicente, K. and 

Buxton, W. 1995. Transparent layered user 

interface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 CHI '95. (1995) 

5. Hincapie-Ramos, J., Ivanchuk, L., Sridharan, 

S. and Irani, P. 2014. SmartColor: Real-time 

color correction and contrast for optical 

see-through head-mounted displays. 20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MAR). (2014), 187–194. 

6. Ishii, H. and Kobayashi, M. (1991). 

Clearboard: A seamless medium for shared 

drawing and conversation with eye contact. 

Proceedings of CHIVl, Monterey, CA, 525- 

532.  

7. Mccamy, C. S., Marcus, H., and Davidson, J. 

G. 1976. A color-rendition chart. Journal of 

Applied Photographic Engi- neering 2, 3, 95–
99.  

8. McGookin, D., Herteleer, I. and Brewster, S. 

2011. Transparency in mobile navigation. 

Proceedings of the 2011 annual conference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 CHI EA '11. (2011). 

9. McGookin, D., Herteleer, I. and Brewster, S. 

2011. Transparency in mobile navigation. 

Proceedings of the 2011 annual conference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 CHI EA '11. (2011). 

10.Wickens, C.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 Merrill. (1984) 

11.Sridharan, S., Hincapié-Ramos, J., Flatla, D. 

and Irani, P. Color correction for optical 

see-through displays using display color 

profiles. Proceedings of the 19th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 VRST '13. (2013), 231-240.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 544 - © 2016 Hanbit Media & HCI Korea



이이제이(以夷制夷) : 스마트 폰으로 예방하는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칭 동작을 응용한 스마트 폰 잠금 해제 방식 개발- 

以夷制夷 : Carpal tunnel syndrome prevented by smartphones 
- Development of a smartphone screen unlock stretching operation – 

 
이원욱 

Won-ouk 

Lee 
연세대학교  

HCI Lab 

 Yonsei  

HCI Lab 

Lwojjy 

@gmail.com  

 양민영 

Min-Young 

Yang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Didalsdud 

@gmail.com 

유초롱 

Cho-rong 

Yoo 
연세대학교  

HCI Lab 

 Yonsei  

HCI Lab 

Ycr0131 

@gmail.com 

김태동 

Tae-dong 

Kim 
연세대학교  

HCI Lab 

 Yonsei  

HCI Lab 

Airkanada88 

@gmail.com 

형지현 

Ji-hyeon 

Hyung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Erecniss 

@gmail.com 

김진우 

Jinwoo  

Kim 
연세대학교  

HCI Lab 

 Yonsei  

HCI Lab 

Jinwoo 

@yonsei.ac.kr 

요약문 

최근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세계 4 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사용 시간에 있어서도 하루 평균 

2 시간 51 분을 이용을 해 시간이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최근 산업질환이었던 

손목터널증후군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손목터널 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잠금 해제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BSTRACT  

Recently, South Korea's population of 

smartphone users has been aggregated and 

accounted for the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lso, the average time used per day was 2 hours 

and 51 minutes, making Korea one of the 

biggest smartphone user. These situations have 

made the carpel tunnel syndrome, which is a 

common industrial illness, to appear mainly 

across smartphone users. The following 

research aims to find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through the cause of the problem, 

which is the excessive usage of smartphone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Carpal 

Tunnel Syndrome through unlocking process 

 

 

 

주제어 

Carpal tunnel syndrome, Smartphone 

Unlocking, Rehabilitation Exercise, Stretching, 

HCI 

 

1. 서론 

오늘날 사용자와 스마트폰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5 년 3 월 통계를 보면 최근 한국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세계 4 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2015) 또한 이전과 다르게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4) 이렇듯 한국에서는 전 

연령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보급률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 사용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이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2 시간 51 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4) 

집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164.5 회의 대기화면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J 엔터테인먼트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 2014)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위는 손, 손목이다. 손목은 복잡한 운동을 위한 

기관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 숙련된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해준다. 이하지만 휴대폰과 

같이 높은 밀도로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형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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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목터널 증후군의 진료인원이 연평균 8.9%, 

진료비가 10.3%씩 꾸준히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이전에 산업 질환으로 알려졌던 손목 터널증후군이 

오르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과 보급이 큰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최근 40~50대 여성의 

환자가 남성의 4배로 집계되었다. [6] 이는 가사와 함께 

손을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름은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이이제이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을 이르는 말.”(네이버 

사전 발췌)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있어서 사용자의 필수적인 관문인 잠금 

해제과정을 이용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164.5 회의 대기화면 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런 잠금 해제 과업을 하나의 손목터널 예방 

스트레칭의 과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2. 본론 

2.1 손목터널증후군 

2.1.1 손목터널증후군의 정의 

 

그림 1. 손목터널의 위치와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 

손목터널증후군은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수근관(손목터널)에 눌려 

신경이 압박되어 손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손목수근관증후군이라고 

불린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2.1.2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원인 

발병원인에는 비직업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 있다.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당뇨병과 같이 질병과 관련된 

병원학적 요인과 임상적인 요인이 있다. 직업적 

요인에는 반복동작, 손과 팔 부위에 작용하는 과도한 

진동 등이 있다.  

반복동작은 작업주기가 30 초 이하거나, 작업주기의 

50%이상이 동일 종류의 작업으로 구성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과도한 반복 작업이라고 규정한다. (류종현, 

2005)  오늘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도 반복동작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홍, 2011) 과거에는 

비직업적 요인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반복동작에 

속하는 직업적 요인이 발병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1960 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Kroemer, 1989)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으로 인한 경비손실 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써 연구가 이루어졌다. (권영국, 1993) 하지만 

최근 통계와 같이 중장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손목터널증후군은 이제는 

직업병 보다는 사회적 질환이 될 가능성을 위험성이 

있다. 

2.1.3 손목터널증후군의 치료 

 
그림 2.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손목터널증후군의 치료방법으로는 비 수술 치료, 

수술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치료, 부목을 이용한 고정치료,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고정 치료가 있다. 수술치료에는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인대를 잘라 주는 방법이 있다. 손목 전체의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작은 피부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 수술 후 

통증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2.1.3 손목터널증후군의 예방 
본 연구는 이러한 의공학적 수술 방법의 연구가 아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의 

측면에서 연구는 진행되었다. 예방의 뜻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말한다. (네이버 사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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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스트레칭법 

 

그림 4. 손목터널증후군 재활 스트레칭법 

그림 3 그림 4 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동작이다. 스트레칭 과정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칭은 근육에 탄력을 주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높이기 때문에 손목터널증후군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동작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하나의 소 

운동도구로서 사용했다.  

2.2 스마트폰 잠금 해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의 화면을 해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 방법에는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잠금 해제는 사용자의 보안성, 사용성, 편의성에 

가치를 두어 주로 개발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중인 

캐시슬라이드와 같이 사용자의 유희성을 가치를 둔 

잠금 해제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용자의 건강을 

예방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기에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유용성에 가치를 두어서 개발되었다. 

 

3. 연구 및 실험 

3.1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을 위한 스마트 

폰 잠금 해제 방식 개발 및 효과 검증에 있다. 앞서 말한 

것과 최근 손목터널 증후군의 주원인인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예방의 답을 얻을 것이다. 이이제이 전술을 

질병예방에 사용할 것이다. 

HCI 의 목표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김진우, 2012)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쾌적한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3.2 연구 방법 및 개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시스템을 개발해 실험을 

하였다. 안드로이드 OS 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있어 조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했다. 그림 3, 그림 4 에 나오는 

스트레칭 방법을 응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 잠금 해제 모델을 

개발 했다. 

 

그림 5. 일반적인 조도센서의 원리 

조도센서는 빛의 세기에 따라 값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센서이다. 본 연구에서 조도 센서는 사용자가 

잠금 해제를 시작하는 하나의 이벤트 트리거로서 

사용되었다. 

 

그림 6. 스마트폰이 갖는 좌표값 

자이로, 가속도 센서는 사용자의 모션을 통해 

스마트폰이 반응을 하게 끔 한다. 현재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사용자가 하는지 측정을 위해 센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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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고리즘 

 

그림 7. 개발된 잠금 해제 모델의 알고리즘 

본 연구에 제작된 잠금 해제 모델의 알고리즘은 

그림 7 과 같다. 사용자가 조도센서를 가려서 잠금 해제 

이벤트가 시작된다. 이 후 자이로, 가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한 잠금 해제가 시작된다. 이 때 사용자는 

조도센서를 가린 채 그림 3 에 제시된 스트레칭 과정을 

스마트폰은 소 운동도구로 사용해서 과정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잠금 해제(스트레칭)을 할 때 세트마다 

진동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준다. 하지만 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언제나 해당 과업을 통해서 잠금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잠금 해제를 병행해서 가용하게끔 

개발했다. 

3.4 실험 목표 

본 연구는 평상시 사용자가 반복적인 작업을 한 이후에 

사용자가 해당 스트레칭을 응용한 잠금 해제 기능을 

쓰면서 근피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3.5 실험 대상 

실험은 2015 년 8 월 19 일에서 22 일까지 총 4 일간 

진행되었다. 실험 대상은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들은 해당 

예방 책으로는 치료가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복사용에 노출된 실험참가자를 모집해 

손목터널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지 검증이 가능하게 

실험자를 모집했다. 

3.6 실험 진행 

 Pre-테스트 기간 중 8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본 실험 기간 중 20 ~ 30 대 지원자 12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3.7 실험 구성 

기본적인 실험은 그림 8 과 같이 설계했다. 

 

그림 8. 실험 설계 

우선 실험에 앞서 실험 동의서 작성과 사전 설문조사가 있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평소 디지털 기기 사용시 손목 

통증을 앓았는지 실험 전 대상자의 건강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후 실험 참가자에게 손과 손목에 반복동작을 

주어 근 피로를 주기 위해 10 분씩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했다. 이 후 개발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사용하며 스트레칭을 3 세트 수행하고 실험이 끝나는 프로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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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기기, 그림 10. 척측수근굴근 

근 피로도 측정에는 EMG 기기 MyoTrace400 을 

사용했다. 측정부위는 척측수근굴근(Flexor Carpi 

Ulnaris)이다. 

 

4.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MyoTrace400 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이 되었다. 본 실험에 참가한 12 명 중 8 명이 

스트레칭 후 근 피로도의 완화를 보였고 4 명이 

20 분간의 사용 수행 중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 

4.1 정상 케이스 

 

그림 11. 20 분 간 pc 사용 MEF (Hz) 

 

그림 12. 스트레칭 잠금 해제 후 결과 MEF (Hz) 

그림 11, 12 는 실험 과정 중의 근 전도를 측정한 것과 

스트레칭 이후에 근 전도를 측정한 것이다. 앞서 연구 

목표와 같이 실험의 과업도중 참여자들은 근 피로도가 

증가했고 스트레칭 잠금 해제 과업을 한 이 후에 근 

피로도가 감소했다.  

4.2 비정상 케이스 

 

그림 13. 20 분 간 pc 사용 MEF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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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스트레칭 잠금 해제 후 결과 MEF (Hz) 

그림 13, 14 는 실험 과정 중의 근 전도를 측정한 것과 

스트레칭 이후에 근 전도를 측정한 것이다. 20 분 간 

pc 를 사용하던 도중에 오히려 근 피로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20 분 간 pc 를 사용하는 것은 근 

피로도를 높이는 목표의 실험 과정인데 근 피로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 전도의 특성이 다르게 나와서 에러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 스트레칭 중 피로도가 증가한 사례 MEF (Hz) 

또한 그림 15 와 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근피로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이 끝나는 10~15 초의 MEF 값을 보면 

사용자의 근 피로도가 이때는 현저히 높아진다. 

비정상케이스의 스트레칭 과정의 데이터는 이런 

양상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의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차도를 

보인 것이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사용을 통한 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칭 동작을 응용한 잠금 해제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근 피로도가 완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근 피로도 완화는 

궁극적으로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 근 전도 측정의 결과는 사용자마다 

다르다. 그리고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자세, 

습관마다 달랐다. 이는 단기적인 실험으로는 일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겻을 말한다. 장기적인 

실험 계획을 세워 피실험자를 모집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측정으로 실험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현재 추후 연구를 위해 배포가 가능한 잠금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다. 사용자에게 동의를 얻어 

기능을 쓴 빈도를 측정해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손목 건강에 차도가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칭의 적합한 횟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예방만 아니라, 주기적인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필요한 질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잠금 해제로 만든다면 사용자에게 유용성과 

편의성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결론을 

얻었다. 

사용자들이 잠금 해제를 쓰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사용자의 기기의 보안을 위해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사용에서 파생된 

증후군을 스트레칭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추후연구에는 이 주제를 

통해서 더욱 생산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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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0: 예상 불가능한 인지적 자극(unpredictable stimuli)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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