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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편,

책은 수 천년 간 인류가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최근

AR

기술을

활용하여

독서

경험을

습득하는 가장 오래된 미디어로서 매우 큰 의미를

증진시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볼

지닌다. 최근 새롭게 개발되는 ICT 기술은 독서 경험을

수 있었으나 서사가 있는 글, 색칠 놀이나 교과서와

증진시킬

같이 몰입과 흥미가 중요한 장르에 치중되어 있다는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한계가 있었다.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토대로 연구를 하거나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책을 읽을

증진된 특성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독서(Syntopical
Reading)를 도와주는 HMD(Head Mounted Display)
AR

기반

새로운

전자책

시스템인

e-mmerisive

연구자
Grasset, R. et al [7]
증강현실을 활용해 책 위에
그림을 증강시켜 흥미와 몰입도 증진

Book 을 제안한다. e-mmersive bookd 은 연구와
학습을 위한 독서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Clark, A. et al [5]
그림에 색을 칠한 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색칠된 그림을 3D로
증강, 흥미와 몰입도 증진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게 될
혼합현실 미디어 시대의 글쓰기 도구나 가상 도서관
연구 등에 응용될 수 있다.

Yoshino, K. et al[9]
책에 센서를 부착하여 책을 넘기거나
클릭했을 때 스크린에 이미지 증강
흥미와 몰입도 증진

주제어

Dumesny, J., &Tomitsch, M.[6]

증강현실, 전자책, 사용자경험 디자인

책 위에 스마트 글래스를 놓으면 책과
관련된 정보들이 증강되어 나타남
Holman, D. et al[8]

1. 서 론

종이
위에
화면이
증강되어
스크린처럼 사용 가능, 사용성 증진

1.1 연구 배경
책은 수 천년 간 인류가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습득하는 가장 오래된 미디어로서 매우 큰 의미를

또한 사용성을 증진시킨 경우에도 터치를 활용한

지닌다. 이러한 책 미디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랙션이 필요해 의료, 군사훈련, 제조업 등 양손을

전자책(eBook)으로 진화하여 더욱 강력한 정보 저장,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확장되기는 어려웠다. 만약

검색, 습득의 기능을 제공하며 현재 많은 부분에서 종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전자책을 읽을

책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수 있는 ar 시스템이 고안된다면 위와 같이 특정 문제를

더욱 향상된 정보 미디어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지고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을

있고 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2 독서 경험을 증진한 연구 사례

2. 통합적인 독서와 사용자 경험

독서 경험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므로 ICT 기술을

2.1

활용하여 독서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독서 경험에 대한 이해

읽기 행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인지과학 분야, 교육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분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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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사용 맥락을 포함한 읽기 과정에

통합적 독서 중 하나인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

대한

조사였다.

연구가

더

이루어지는가에

중요하다.
대한

읽기

고전

과정이

연구로는

어떻게
아들러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구대상자들이 쓰기와 읽기를

도렌(Adler & Doren)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 워드 프로세스로 글을 쓰는

초급 독서, 점검 독서, 분석적 독서, 통합적 독서의

작업을 하면서 책상에 여러 가지 텍스트를 쌓아놓거나

4 단계로 읽기 방법을 나누었으며 각 방법마다

스크린에 다수의 문서를 띄워놓은 상태로 통합적인

3~5 개의 단계를 이야기하였다. 이 들이 제시한 독서

독서를 수행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읽기 행동 중 쓰기와

단계는 이후 읽기와 쓰기에 대한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동시에

표 1. 아들러와 도렌의 독서의 4 단계

배치하기

점검독서

분석적독서

통합적독서

문장독해

내용파악하기

구조알기

도서목록만들기

-주제

용어알기

관련 문단 찾기

-구조

주장파악

용어 통합하기

-장르

비평하기

질문 만들기

찬성 또는

저자별

반대하기

71%-91%의

비율을

논의

내용 분석하기

스크린,

책상

등

다양한

공간을

표시해놓은 문단으로의 접근성 저하 사용자들은
각 책을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된 문단이 나오면
형광펜 기능을 활용하거나, 그 내용을 복사하여
다른 곳에 기록하는 듯 표시를 해두었다. 그러나
자신이 재열람 해야할 페이지나 문단이 어디에
있는 지를 기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곳에
페이지
번호,
문구
등보조적으로
기록해놓았다.

않았다. HCI 관점에서 읽는 행위에 대해 연구한 것은
1998 년 Adler, A, Gujar et al [3]이 처음으로 모티머
아들러의 연구의 분석적 독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 후,
연구가

위해

반복적인 탭 전환 회피 사용자들은 작업영역과
열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화면을
반씩 사용하기,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pc 이용하기
등)을 취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이는
멀티탭에서의
반복적인
탭
전환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경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다양한

행동이

활용한다는 Adler[2]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독서 행위 혹은 독서

발전하면서

읽기

차지했고 반이 넘는 사용자가 한번에 다수의 텍스트를

초급독서

전자책이

하는

저자 혹은 서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저하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행동은
저자의 이름이나 제목 등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었다. 저자의 이름이나 제목을
직접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나머지 4 명은
다시 첫 장으로 가서 저자 혹은 서재 정보를 다시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단일 텍스트를 읽는 분석적 독서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작업을 하며 여러 텍스트를 한번에 보는 통합적 독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2.2 통합적인 독서에 대한 이해

3. 통합적인 독서를 보조하는 증강현실 시스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에 관하여
가장 처음 언급한 것은 아들러와 도렌으로 이들은

3.1 디자인 원칙 도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을 정할 때에는 여러 서적을

통합적 독서 시 사용자의 행동 (도서목록 만들기,

참고하여 읽는 통합적인 독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된 문단 찾기, 용어 통합하기, 질문 만들기, 저자별

통합적인 독서(신토피칼 독서)는 그가

내용 비교하기)과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류한 4 가지 독서 방식 중 마지막 방식으로 한 가지

시사점을 반영하여 UX 디자인 요소를 추출했다.

주제에 대한 여러 텍스트를 읽고, 비교, 대조, 종합,
판단하는 독서다 [1].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읽기

통합적 독서를 고려한 UX 디자인 요소

수행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5 명의 20 대 대학원생이 통합적 독서를 하는 것을
각각 30 분씩 쉐도윙(Shadowing) 관찰해 보았다.
쉐도잉 관찰을 위해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5 명의 실험 참가자의 수행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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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터랙션 디자인

다수의 페이지를 열었을 때 가시성을 고려
관련 문단을 표시하기 쉽도록 보조

Finger spread out. 사용자는 자유롭게 손가락 제스처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페이지를 배치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책을 비교하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관련 문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조
관련 문단끼리 근처에 있도록 보조

Finger Tag. 원하는 페이지의 태그 버튼을 손가락을
접었다 펴 클릭하면 태그 별로 페이지를 자동
분류해준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페이지만을 따로 분류,
저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방대한 양의 관련 문단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보조
서지 및 저자 정보를 쉽게 알도록 보조

Voice Find out 마지막으로 “연도” 와 “작가”를
발화하면 각 책에 대한 연도와 작가 정보가 나타나
작업과정에서 서재 정보를 얻기 위해 특별히 화면을
전환하지않더라도 언제든지 서재 정보를 알아내기
용이하게 디자인되었다.

3.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표 4. 인터랙션 디자인

그림 1. e-mmersive book

System

Interaction

Finger

한 손가락으로

Spread

책 펼치기

Interface

out

시스템은 Head-Mounted Display 중 Microsoft 사의
Hololens

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주위에 그리드
인터페이스를

증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용자가

통합적인 독서를 하는 동안 글을 쓰거나 다른 자료도
함께 읽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리드 시스템은

Move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순서대로 페이지가 정렬되도록

&Rotate

고안되어 많은 양의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더라도

페이지 움직이고
회전시키기

자동으로 배치 될 수 있게 했다. 사용자는 그리드를
클릭하여 자신의 디바이스에 맞게 각도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표 3. Grid 기반 UI 디자인
FRONT

SID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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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사용성 평가

참고 문헌

본 실험에 앞서 초기 사용성 평가를 위해 5 명의

1. 박정진.

(2014).

주제별

통합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5 명 모두

리딩)“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3-4 가지 책을 펼치고 읽는 작업을

맥락.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32(0), 2014.

수행했다. 실험참가자들은 공간에 페이지를 저장하는

Related Reading: Design Implications for Digital

자신이 원하는 곳에 페이지를 배치할 수 있어 여러가지

Reading Devices. In Proceedings of CHZ98 (Los

책을 비교하며 읽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Angeles, CA, April 1998), ACM Press

원하는 지식이 저장된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부분과

3. Adler, M. J., & Van Doren, C. (2014). How to

정보 비교에 대한 것은 모두 통합적 독서를 위해
부분으로

제안하는

교육적

and Sellen, A. (1998) A Diary Study of Work-

용이 하였다고 서술하였으며 동시에 스크린제약없이

핵심적인

독서

2. Adler, A., Gujar, A., Harrison, B-L., O’Hara, K.,

것이 나중에 원하는 페이지를 다시 찾을 때 기억하기

필요한

의미와

독서(신토피컬

read a book: The classic guide to intelligent

시스템의

reading.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추후에 전자책과 비교

4. Azuma, R. T. (1997). A survey of augmented

평가하여 통합적인 독서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reality. Presence:

예정이다.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6(4), 355-385.
5. Clark, A., &Dünser, A. (2012, March). An
interactive augmented reality coloring book.
In 3D

User

Interfaces

(3DUI),

2012

IEEE

Symposium on (pp. 7-10). IEEE.
6. Dumesny, J., &Tomitsch, M. (2014, December).
Reconciling

paper

and

tablets:

interaction

mappings for linking physical information with
digital documents. In Proceedings of the 26th
Australian

그림 1 Hololens 를 사용하여 e-mmersive book 을 사용하고

Computer-Human

Interaction

Conference on Designing Futures: the Future of

있는 장면

Design (pp. 184-193). ACM.
7. Grasset, R., Dunser, A., & Billinghurst, M. (2008,
September). The design of a mixed-reality book:

5. 결론

Is it still a real book?. In Proceedings of the 7th

본 논문에서는 통합적 독서를 도와주는 새로운 AR 책
e-mmersive

book

을

제안하였다.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e-mmersive

and Augmented Reality (pp. 99-102). IEEE

book 은 다수의 페이지를 사용자의 주 디스플레이인

Computer Society.

노트북 등의 실제 디바이스 주위에 그리드 기반 UI 로

8. Holman, D., Vertegaal, R., Altosaar, M., Troje,

체계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통합적 독서에
최적화된

핸드제스쳐/보이스

인터랙션

N., &Johns, D. (2005, April). Paper windows: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새로운 AR 기반 전자책은 연구와

interaction

학습을 위한 독서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있게 도와주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까운 미래에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591-

도래하게 될 혼합현실 미디어 시대의 글쓰기 도구나

599). ACM.

가상

도서관

연구

등에

응용될

수

있다.

techniques

for

digital

paper.

9. Yoshino, K., Obata, K., &Tokuhisa, S. (2017,
May). FLIPPIN': Exploring a Paper-based Book
UI Design in a Public Space. In Proceedings of the
2017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508-1517).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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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탑 디스플레이와 공공 디스플레이 등에 비해

요약문

사용자의 참여를 고려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는 실제 물체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전시

부족하다.

환경에서 정보와 사용자 사이의 인터랙션 방법에

본 연구는 실제 물체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대해 탐색한다. 프로젝션 증강 현실에서의 정보

환경에서의 정보 탐색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모바일

시각화를 물체 재현의 방식, 물체의 물리적 접촉

디바이스를

여부를 중심으로 한 조작 방식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였고, 증강된

현실

내에서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래시라이트 메타포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정보

통해 사용자는 물체에 증강된 시각 정보와 개인

탐색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인터랙션 메타포 ‘증강

디바이스에서의 정보의 중첩된 관계 속에서 종합적

스팟라이트’와

경험을

실제

공간

활용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얻게

되고,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표현되는 입체적 디스플레이와의 인터랙션 방식을

플래시라이트를 활용한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을

직관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며, 다수의 사용자

제작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참여와 정보 교환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은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 및 감상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돕는 직관적인 입력 방식의

개인화된 능동적 정보 탐색과 직관적인 공간 입력을

제안을 통해 하나의 고정된 물체에도 복잡하고

가능하게 하여 전시, 공연, 게임,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감각적 경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보를

증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2. 프로젝션 증강 현실에서의 정보 시각화
활용 사례와 그 특징

주제어

실제

증강 현실, 프로젝션 맵핑, 증강 시각화, 정보
시각화, 비평면

디스플레이, 인터랙션

물체를 활용하는 프로젝션 증강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고,

메타포,

심미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플래시라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표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카메라 기반의
증강현실에 비해 프로젝션 방식은 모든 사용자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동일한 시각적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최근 기존의 데스크탑 환경을 벗어나 입체적인

때문에 전시나 교육 분야에서 미리 잘 짜여진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시각화, 특히 실제
물체

위에

프로젝션을

통해

디지털

내러티브와 정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증강하는 방식이 교육, 전시,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비평면

디스플레이에

증강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물체의 표현 방식과 상호작용 유형, 입출력 방식,

분야에서 점차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하는

컨텐츠 제작 목적에 따라 디자인 방식과 사용자의

정보와

경험이 달라지게 된다.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센싱 기술과
그래픽 표현력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기존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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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물체의

표현

방식(Representation

전시

공간

백그라운드에

추가

디스플레이를

Fidelity)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물리적인

활용하거나, 전면에 비치된 타블렛이나 키오스크,

외형의 유사성(similarity), 구체성(Concreteness),

하단에 비치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를 배치하여

고유성(Originality)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컨텐츠를

해상도 문제와 입력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이는 (1) 자동차, 조각, 생활용품 등

그러나 정보의 뛰어난 시각적 표현력과 몰입감 있

고유 물체(Original Objects)를 직접 활용하거나,

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에 비해 그 정보를 조작

(2) 지형 모형이나 인체 마네킹 등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은 수동적, 선택적 정보

지시하는 대상의 유사성을 일부 차용, 생략, 재해석,

수용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은유적으로 활용하는 구체화된 재현 (Concrete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공공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Representation) 방식, (3)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각

는 이러한 심미적인 표현과 흥미 위주의 단편적인

작품이나 블럭 등을 정보가 증강되는 디스플레이로

관객 참여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

사용하는 추상적 재현 (Abstract Representation)

수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러한 물체의 특성은

페이스가 활용되고 있다 [2].

프로젝션 되는 컨텐츠의 목적과 상호작용성에 따라

3. 시스템의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동적인 정보를 효율
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 그
리고 다수의 사용자가 공공 디스플레이인 프로젝션
맵핑된 영역의 전체 컨텍스트를 조망하면서도 개인
그림 1. (좌) 고유 물체(벽면과 조각상)의 활용[6]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집중하고자 하는

(가운데) 인간 신체에 대한 구체적 재현 [7] (우) 사운드

영역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디자

신호의 추상적 재현 [8]

인하였다.

그리고 조작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정보, 물체 간의

프로토타이핑은 실제 지도에 여러 정보 레이어를

상호작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실제 물체를 직접

중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교내 캠퍼스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직접 조작

활용하였다. OpenStreetMap 의 지도를 바탕으로

(Direct)과 간접 조작(Indirect)으로 크게 구분할 수

지형, 도로, 건물을 테이블 사이즈의 레고 모형을

있으며, 그 세부는 아래 [그림2] 와 같다.

제작하였으며, 일반 카메라는 주변 환경이 어둡고
프로젝션 되는 영역의 가시광선이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플래시라이트로 포인팅하는
지점과 물체 표면에 부착된 반사지를 통해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의 (좌)].

그림 2. 물체의 접촉 여부에 따라 구분한 조작 방식 [9,
10,11,12,13]

이러한 프로젝션 맵핑은 불규칙한 물체의 표면에

그림 3. (좌) 하드웨어 구성 (우) 카메라 이미지의 왜곡

프로젝션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고 추상적인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보정과 사용자 입력 위치 추정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에 입력된 이미지는 Processing 과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open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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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컨텐츠에 적합하도록 왜곡, 변형되게 되고,
이진화를 거쳐 가장 밝은 영역을 추출하여 레고의
높낮이 변화로 인해 분산된 조각들을 합쳐 중점과
면적을

추정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

[그림 3 의 (우)]. 프로토타이핑에 사용된 모바일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OSC(Open Sound Control)프로토콜로
그림 5.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방식

메인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의 데이터를 교환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그림5] 와 같이 여러 입력 방식이

컨텐츠는 구글 2D, 위성 지도 등의 일반 지도 뿐만

가능하지만, 공공 디스플레이에서 제시된 콘텐츠를

아니라 건물별 수업 정보 시각화, 건물별 에너지

사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개인화할 수 있으며,

사용량 정보 시각화, 건물별 SNS 사용량 정보

내장된 센서나 입력 방식을 통해 기존 공공 디스플

시각화, 캠퍼스내 조경 식생 분포 정보 시각화,

레이에서 지원할 수 없었던 상호작용성을 증대한다

학과별 졸업 논문 키워드 데이터 네트워크 시각화

는 측면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등의 컨셉을 프로토타이핑으로 제작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와 PC 입력을 통해 각 모드를 선택할 수

였다.

있도록 하였다.

4. 증강

스팟라이트

: 인터랙션

메타포와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플래시라이트 메타포를
현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플래시라이트와

연결시킨

‘증강

스팟라이트(Augmented Spotlight)’를 제안한다.
스팟라이트(Spotlight)

메타포는

넓은

실제

공간상에서 원하는 관심 영역에 포커스에 물체에
대한 숨겨진 정보를 밝히고 탐색한다는 직관적인
메타포로, HCI 연구 분야에서 매직 렌즈(Magic
Lens),

플래시라이트(Flashlight)

등의

메타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3,4,5,13].
기존 연구에서 플래시라이트 메타포가 단순히
포인팅해서 시각효과만을 다르게 해서 보는 것에
그쳤다면, 본 제안은 중첩된 정보를 더 탐색하고
조작할

그림 4. 프로젝션 맵핑을 위한 캠퍼스 모형과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실제 물체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에 적합한

증강되는 표면 물체의 직접 접촉 여부 (Direct-

다양한 공간적인 입력 방식을 함께 적용하였다

Indirect) 와 조작중인 인터페이스의 공간 이동 입력

[그림6].

여부 (Tactile-Tangible)를 두 축으로 Direct-Tactile,
Indirect-Tactile,

있도록

하였으며, 평면적인 디스플레이와는 특성이 다른

구현 예시

Direct-Tangible,

수

Indirect-

Tangible 네 가지 입력 방식을 고려하여, 각각은 레
고 표면의 접촉, 레고 피규어의 이동, 스마트폰의
터치, 스마트폰의 공간 이동(Spatial) 방식을 통해
증강 오브젝트 상의 원하는 지점을 포인팅하여 탐

그림 6. 증강 스팟라이트 메타포의 기본 컨셉

색(Navigation)할 수 있는 연속적인 좌표 변환 및
포인팅을 지원하여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메타포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세부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현하였다.

기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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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inting
모바일 디바이스의 터치 제스쳐 입력을 통해
맵핑된 포인터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본적인 방식인
Touch Pointing 뿐만

아니라, 플래시라이트가

비춰진 포인팅 영역을 디바이스로 직접 움직여
가며

절대

pointing

좌표를
방식,

이동할

멀리

수

있는

있는

그림 9. 표면과의 거리에 따른 건물 층수와 실내 정보 변화

Absolute

포인팅

영역을

(4) Focus Change

지정하고서 현재 사용자가 비추고 있는 영역과의

플래시라이트 앞쪽의 렌즈 부분을 돌려 초점과

상대적인 좌표 계산을 통해 이동하는 Relative

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모티브로, 좁은 영역의

Pointing 방식, 그리고 포인팅된 영역 내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정보를 표현하거나, 반대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한 Precise Pointing 방식이

넓은 영역의 개괄적인 정보를 표현하도록 전환할

가능하다. [표 1, 그림 7]

수 있다 [그림 10].

Touch

Absolute

Relative

Precise

Pointing

Pointing

Pointing

Pointing

그림 10. 포커스 변화에 따라 정보의 선명도와 구체도 변화

(5) Filter Change

표 1. 스팟라이트 포인팅 인터랙션 기법

플래시 라이트 앞쪽에 부착된 필터나 렌즈를
바꾸는 것을 모티브로 옵션 선택에 따라 다른
정보를 필터링하거나 시각적으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

그림 7. (좌) Absolute Pointing (우) Precise Pointing,
선택된 영역 내에서 특정 건물을 세밀하게 선택

(2) Distance from surface : Size of spot area
실제 물리적 환경의 플래시라이트와 동일하게

그림 11. 필터 변화에 따른 정보 시각화 컨텐츠의 변화

표면과의 거리에 따라 빛이 비춰지는 영역의

(좌) 구글 위성지도 (가운데) 구글 2D 지도 (우)SNS 히트맵

크기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그림 8].

(6) Multiple spotlights
한군데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Multiple

spotlight 컨셉으로 다중 선택, 겹침, 연결, 궤적
남기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2].
그림 8. 표면과의 거리에 따른 스팟라이트 영역 크기 변화

(3) Distance from surface : Hidden depth
비추는 영역의 크기뿐만 아니라 물체가 가진 높이
그림 12. 멀티 선택 방식 (좌) 다중 스팟 선택 (가운데)

혹은 깊이별 이미지 정보나 중첩된 추상적인

궤적을 통한 연속 선택 (우) 두 지점의 연결 정보

정보를 근접 거리에 따라 다른 레벨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림 9].

최종적으로 본 연구 단계에서 구현된 스마트폰을
위한 증강 스팟라이트 메타포 적용 및 기능 맵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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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2]와 같다.

비접촉 여부에 따른 입력 방식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Pointing

Spot area size

Hidden depth

시스템 프로토타이핑과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Focus Change

‘증강

스팟라이트’

인터랙션

메타포는

현

단계에서는 교내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한 시각화
콘텐츠에만 일부 적용되었지만, 추후 박물관 내의
전시에서 발굴된 문화유산 지역과 유물에 대한
정보 시각화, 그리고 과학관에서 지형 모형에 대한
연대별 정보나 자연현상에 대한 교육 시나리오
Seperated

Light painting

Connected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동적인 정보 전달

Filter Change

혹은 반대로 일회성의 흥미 유발에 치우쳤던 기존
프로젝션 맵핑 환경의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
대상체에 대한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에
대한 정보 탐색을 통해 종합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데에 증강 스팟라이트 컨셉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공공

디스플레이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개인 소유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로 동시에 조작
표 2.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증강 스팟라이트 메타포의

가능한 협업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맵핑 도식화

[그림 14].

제작된 프로토타이핑에는 스마트폰 화면 내에 GUI
요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인 터치와
제스쳐 조작만으로 물체에 증강된 정보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다 [그림 13]. 추후 전시 시나리오나
콘텐츠에 맞게 적합한 GUI와 추가 정보가 화면을
통해 제공된다면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인터랙션

메타포가

적용된

캠퍼스

정보

어플리케이션 예시

5. 결론
본 연구는 실제 물체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와 그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실제

그림 14. (상) 화산 운동의 원리와 한반도 지층 구조 학습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혼합으로 폭발적으로

(하) 구형 디스플레이에서의 지구의 지각 변동의 원리와

증가하고 있는 정보의 시대에서의 효율적이고

지진 발생 시뮬레이션 학습

능동적인 정보 탐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본 시스템의 프로토타이핑은 2D 센싱과 프로젝션

환경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기술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지만, 멀티 프로젝션 및

프로젝션 기반의 증강현실에서 실제 물체를 활용한

정교한

3

차원

공간

내에서의

센싱

기술과

결합하여 보완한다면 증강 시각화 본연의 정보

전시 환경에서 물체의 표현 방식과 물리적 접촉-

-9-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전달력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의 사용 경험 또한

https://www.media.mit.edu/projects/cityscope/

개선될 것이다.

overview/

모바일

인터페이스뿐만

타블렛,

HMD

디스플레이와

등의

스마트

워치,

11. Menschenrechts - Zentrum Cottbus (2013)

폼팩터의

개인

12. CITY I/O (2016)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https://www.youtube.com/watch?v=w8Ewy82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시선 추적, 제스쳐,

gZFg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활용한다면 더욱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지원과

멀티

13. Ridel, Brett, et al. The Revealing Flashlight:

모달

Interactive spatial augmented reality for detail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영역의 연구로 확장할 수

exploration

있을 것이다.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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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y recently few pioneers introduced the use of

Interacting with a virtual object with passive

passive haptics in VR [4,5]. Passive haptics are
physical replication of objects that match one-

haptics improve sense of presence with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However, replacing every

one-one with the objects within VR contents. This
may improve the presence experience of VR
environment because the users believe that the

virtual object with high fidelity physical object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sign factors for low fidelity

virtual object is actually present on stage.
Even though the use of passive haptics enhances
the sense of reality, replacing every virtual object

passive haptics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presence in immersiv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The cases were made in space training and

with high fidelity replicas are expensive. Using low

dentistry environment. A set of low fidelity

fidelity passive haptics may be a solution to resolve

prototype which differs in haptic properties were
designed and analyzed the haptic perception and

this problem.

presence experience.

that differ in haptic design factors and explored
what factors affects presence within VR

In this article, we tested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Keyword

environment.

Virtual Reality,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The space and medical training

Presence, VR Training

context were specially chosen as the high fidelity
object is not open to layperson. We finally propose

1. Introduction

design factors for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in
immersiv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Virtual Reality (VR) has been widely used in

2.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different fields, such as gaming, therapy, training,
and design. With the proliferation of VR devices
and

contents,

visual

and

High fidelity passive haptics are defined as passive

auditory-related

objects that are same or similarly replicable to the

technologies are being introduced to make the
experience more immersive; however, it seems that

virtual object [4]. While experiencing headmounted display(HMD) VR contents, one cannot

haptic domain in relation to VR has not gained

see what he or she is actually holding. Thus, the

much attention [1].

necessity of using high fidelity passive haptics is

Haptic devices such as keyboard, mouse or

questionable [4].

joysticks and controllers are frequently visited to

In comparison,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in the

navigate within VR environment. The mismatch
between such haptic devices and the virtual world

study are the objects which are not exactly
replicable to their virtual counterpart [4].

are still common. It results in unnatural experience.
How to provide haptic stimulations that are as
realistic as ‘real’ life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Studies have shown when vision and haptics senses

in VR communities.

over [3]. This indicates that if the discrepancy
between visual stimulus from the virtual object and

are given simultaneously, vision senses tend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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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timulus from the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is not too large, low fidelity objects can

gravity flight; the use low fidelity haptics –
cardboard and plastic – were required.

engage users as much as high-fidelity replicas [5].

In study 1, we conducted a design workshop for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the use of passive
haptics enhances the sense of presence within a VR

brainstorming and made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for space-related VR contents. Two VR

environment. In a study by Insko [4], subjects were

engineers and one designer ran the workshop

asked to enter in a VR environment and navigated
a room with a big hole in the middle. One group

(Figure 2). We started with a list of objects that can
be interacted within space (camera, pen, flashlight,

was in a completely virtual condition, while the

spaceship model, etc.) After the list-up, low fidelity

other group had to walk over a physical ledge
representing the virtual ledge of the hole (low

prototypes for each item were made and were
tested within VR environment (See Figure 2 and

fidelity passive haptic condition). The results

Table 1).

showed that the group of the passive haptics
conditions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high level
of

presence

experience.

Simeone

[5]

Through the design workshop in the first study,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designing

further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and considerations in

conducted a user study on the designing of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within a VR environment.
Participants

were

in

a

space-related

critical sensitive environment.

VR

environment and interacted with a virtual
Lightsaber. Users were given high fidelity passive
haptics (a real Lightsaber) and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umbrella, flashlight) to interact with. Low
fidelity passive haptic tend to show a high
engagement level similar to high fidelity one.

Figure 2. Testing prototypes

3. Study 1: Workshop for Space training VR

Items

The

Prototype

Camera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within French VR
startup,
I.C.E.B.E.R.G.
(http://www.iceberg.expert).

Virtual Object

company

Spaceship
model

provide VR solutions for space training on zerogravity flight. Their VR scenes include moving

Photo frame

inside a spaceship or walking on the moon –
during zero-gravity state (See Figure 1).

Sphere

Walkie talkie

Flashlight

Figure 1. VR experience during zero gravity flight

Table 1. Making of low-fidelity passive haptics

In the special situation of zero-gravity flight, highfidelity object for interaction is very expensive and

4. Study 2: Medical VR: A Pilot Study
Based on the design workshop in Study 1, another
study was conducted to test low fidelity passive

affect safety issues too. For instance, materials such
as metal or glass cannot be used during zero-

haptics within dentist training VR conte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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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tudy, haptic design factors were studied
and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were created to

Participants used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representing a virtual scaling tool and tried to

represent a scaling tool for a VR scaling training.

maintain stable angle while interacting with it. If
correct angle of the tool was attained, the tip of the
virtual scaling tool turns green. When the scaling

Using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in dentistry VR is
necessary due to two reasons: costs and safety.

tool is held at a wrong angle, the tip turns red

First, it is costly to use passive haptics that matches

(Figure 3). The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used in
the study were similar in size and shape of the

one-on-one with every dentist tool because there
are many dental instruments. The types of hand

actual scaling tool; but it is made with five

instrument used can be categories into functions

different materials: cardboard, stainless steel, clay,
paper, and plastic (Figure 4). The weight of each

such as examination, cleaning, cutting or removing,
filling, and carving. Within these categories, the

haptic tool was controlled to be same as the dental

tools differ depending on specific purposes. For

sickle scaler

instance, the scaling needs at least 6 different
scaling instruments – Bone file, Sickle, Carvers
ward, Spoon plugger etc. Second, safety problems
may arise when using high fidelity passive haptics.
Many tools used in dentistry have sharp edges and
interacting with such tools may be dangerous,
especially in a HMD environment. Due to these
reasons, we studied haptic design factors to develop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that

can

Figure 3. VR scaling training contents (wrong positing in
red, right position in green)

be

implemented in dentistry VR.
Three haptic design factors were considered material, size, and shape. Previous studies suggested
haptic perceptions concern material property and
geometrical property (size, shape) [2]. Simeone [5]
has repeatedly proposed that material and size
properties

are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believability. Based on this, we designed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that differ in material and

Figure 4.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with different
materials (from left, cardboard, metal, clay, paper, and
plastic)

shape/size to test how the haptic difference affects
presence experience in the VR environment.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material difference in low

Test procedure
A within-subject study was designed. In condition
I – 2D video test, participants watched a scaling

fidelity passive haptic and its influence on user
perception.

video while their hands interacted with 5 different

Participants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but in blind condition.
While the participant was watching the 2D video,

Total six people participated in the study (3/3,

the experimenter randomly changed the passive

F/M). Participants were aged from 22 years old to
28 years old.

haptics without the participant’s awareness.

Dentistry VR

In case of Condition II

3D VR tes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3D VR scaling training

VR scaling training contents was developed for the
study. In actual scaling situations, it is important to

contents in cave platform. The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maintain the correct angle of the

maintain correct posture of scaling tool to reduce

scaling tool while controlling it with low fidelity

the discomfort of patients.

passive haptics. As the same as the condition I,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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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er randomly changes the passive haptics.

up a positive perspective for the use of low-fidelity

Both conditions were randomized.

passive haptic in practice.

After both conditions, the participants were finally

The study will go further by recruiting a large panel

asked to respond how many times they felt the
change of passive haptics. We further interviewed

of participants including novice and experts in
dentary training setting. We assume that the

their

experience level of dentistry may affect the material

perceptions

about

differences

of

given

materials.

perception. For instance, experts with longer
clinical experience may have higher sensitivity to

Results

the mismatch between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ere less

and the real-world object. In addition, a range of
low fidelity passive haptics will be varied in size

sensitive to the change of passive haptics in 3D VR
environment. Table 2 shows how many times the

and shape.

participants were aware of the change of passive
haptics while experiencing dental scaling in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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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야 하는 심각한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페이퍼 방식의 불편함과

요약문
AR 기반 매뉴얼은 기존의 종이 기반 매뉴얼에 비해

정보검색의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동영상, 3D 애니메이션 등을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매뉴얼 제공 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현 및

활용한 멀티미디어 설명자료 제공하여 사용자는 보다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AR 의
카메라 스캔(scan) 방식과 VR 이미지를 이용한

2. 본론

픽토리얼(pictorial) 검색 방법은 기존 목차색인방식에
비해 검색 오류와 검색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
검색과정을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제공하여
매뉴얼 사용에 대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AR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VR 사용자 매뉴얼을 함께 제공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디지털

자동차
그림 1 증강현실 사용자 매뉴얼의 구현. (AR 오너스매뉴얼)

오너스매뉴얼 형식의 모바일 앱으로 구현되었으며 및
실제 완성차 제조기업에서 서비스 운영 중인된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 언급한 기존의 종이기반
매뉴얼에서 목차색인검색 방법이 가진 비효율성과

주제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정보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용자 매뉴얼, 디지털 매뉴얼,

검색 방법을 고안하게되었다.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제품을 카메라로 스캔할 경우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Technical

영상처리 과정을 통해 제품 각 부분들을 인식하고

Documentation.

설명 내용이 있는 위치를 시각적 피드백(visual
feedback)으로
알려주는
정보접근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매뉴얼의 설명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각적 피드백 위치들과 해당
내용을 연결하고, 사용자는 UI 를 통해 해당 위치 설명

1. 서 론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기반 매뉴얼은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접근할 수 있다면 기존의 종이기반의

부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정보가 있는 페이지를

매뉴얼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AR 기반의 사용자

찾아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목차 색인 방식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사용자가 목차에서 해당 부분

매뉴얼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종이기반

내용을 찾기 힘들거나, 해당부분의 명칭을 모를 경우

매뉴얼과 차별점을 갖는다.

목차색인 방식의 정보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사검색어가

첫째, 카메라와 비전처리의 도움으로 궁금한 부분을

포함된 부분이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스캔방식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접근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체 내용을

가능하고, 둘째, 내용을 찾기 위한 색인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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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앰으로 기존의 목차 색인 방식보다 편리하고

AR 스캔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궁금한 부분을 빠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의 검색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검색
실패 및 오정보 획득의 확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1]

직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색인과정을
개선하여 서비스만족도를 높였다.

셋째, 디지털 환경이라는 특수성은 기존 종이기반
매뉴얼에서 텍스트(text), 이미지(image) 위주의
제한을 벗어나 동영상, 3D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가 가용되어 사용자의 내용설명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화
된 자료는 모든 언어로 번역하더라도 페이지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내용을 수정하기가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2]

그림 3 AR 사용자 매뉴얼의 실제 구현 및 서비스 운영
(기아자동차 AR Owner’s Manual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을 경우 매뉴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AR 매뉴얼의 맹점이 존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강현실 인식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매뉴얼 모드 또한
제작, 제공하여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VR 매뉴얼
또한 이미지를 통한 색인(Pictorial Indexing)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검색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그림 2 디지털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설명자료 제공을 통한
사용자의 내용설명 이해도 향상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3. AR 사용자 매뉴얼의 구현
특별히, 차량의 경우 기능버튼에 텍스트 표기가 아닌
대부분이 심볼(symbol)로 그려진 경우가 많고, 차량
부품의 경우 사용자가 이름을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 매뉴얼을 방식에서
사용하는 목차 색인 방식을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점에 착안하여 본론에서 제시한 증강현실 사용자

그림 4 차량이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VR 매뉴얼.

매뉴얼 모델이 적용 될 경우 효과성과 파급력이 높아
보였으며, 대중성이 높은 자동차 매뉴얼(이하

기아자동차 해외서비스 사업부와 협업을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 년 09 월 북미 지역

오너스매뉴얼) 분야에 적용하여 사용성과 가능성을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한 결과 현재 유럽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아자동차와 협업사업 형태로
2016 년 2 월부터 착수하여 4 개월 동안 진행하며

10 개국, 북중미 3 개국, 아시아 1 개국에 이르는
광범위한 글로벌 오피셜(official) 서비스로 운영 중에

전체

있다. (Google Play Store 및 Apple App Store)

시스템

기획

및

프로토

타입

구현을

완료하였으며, 2016 년 9 월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에
2 개 차종에 대해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종이기반의 사용자 매뉴얼은 차량 제품 판매시
제공되고 있었으나, 스마트-모바일 폰 디바이스
보급률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진 여건이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할 경우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콘텐츠 배포 비용 없고
매뉴얼 정보 업데이트도 쉽다는 장점을 상호간에
이해하고 있었다. 기존 종이기반 매뉴얼에 비해

그림 5 기아자동차 AR 오너스 매뉴얼의 현재 서비스 운영
지역 및 국가 (3 권역 14 개 국)

동영상 설명자료 제공하여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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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매뉴얼의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보다 직관적이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6 으로 나타내었다.
정차 후 사용을 권고하는 안전경고 문구,

편리하며 검색 시간과 방법에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 실제 구현을 통한 서비스 운영

설정메뉴(지역모델연식언어),

차종

사례를 소개하여 기존 방식의 대체제로의 가능성을

데이터파일 다운로드, 모드 설정(AR/VR), 세부모드
설정(파트별 : 실내, 엔진룸, 경고등), AR/VR 매뉴얼

보여주었다.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기능을 접목 될 경우, 사용자

구동화면, 경고등 정보확인 화면, 정보제공 버튼

행위분석(검색 빈도수 분석을 통한 중요위치 파악

클릭시 구동되는 유투브 연계 설명동영상 화면,
퀵메뉴로 구성되어있다.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증강현실을 통해 정보를 얻는 피동적인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구동시의

설정된

인터랙션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고장 부위 온라인
A/S 접수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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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매뉴얼의 구현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의 종이기반의

- 17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TV 시청 서비스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가정 내 동반 시청 경험(Co-viewing) 연구
A Study on the Co-viewing Experience in Family Environment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V viewing service
소윤희
Yoonhee So

강연아
Younah Kang

제 1 저자

교신 저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yakang@yonsei.ac.kr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92nuck@naver.com

한편, TV 제조사인 삼성 전자에서는 CHI(Computer

요약문

Human Interaction) 2016에서 가족 간 TV를 통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TV 를 시청하는 동반

모바일 기기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청은 2 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미디어스퀘어(Mediasquare)를 컨셉 서비스로

시청하는 공동의 경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TV가 사람들 간 대화까지

서비스의 기회 영역 탐색과 기존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기기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20 대 청년들과의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가정 내 동반 시청 경험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스마트 TV 에서의

1.2. OTT 서비스

OTT 서비스, IPTV 의 VOD 서비스에 적용할 수

IPTV 와 스마트 TV 의 출현으로 사용자는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TV 로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주제어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NPD 의 조사 결과에

TV, TV UX, IPTV, OTT, 동반 시청, Co-viewing

따르면 스마트 TV 의 역할들 중 대부분은

1. 서론

OTT(OVER THE TOP)이라 불리는 인터넷 동영상

1.1. TV 의 관계적인 이용

서비스를 보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전체
스마트 TV 이용량의 60%에 달한다. 그 뒤를 OTT 를

TV는 탄생부터 집단시청(COLLECTIVE

통한 음악 재생이 15%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VIEWING)의 특성을 가진다. 연구자들은 TV와 같은

비디오와 음악 등 콘텐츠 소비가 절대 다수를

매체를 이용하여 친구, 가족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차지한다. 그 외의 나머지 서비스의 이용률은 극히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왔다.(E.G., HARIDAKIS,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스마트 TV 제조사들이 홍보에

2002; RUBIN, 1983) [1]

열을 올렸던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화상통화, 게임,

LG유플러스의 ‘U+ HDTV’는 가족 사진이나

전자책 등의 역할은 더욱 미미하다. [2]

영상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는 기능인 ‘U+ tv
가족방송', ‘가족채널'을 제공하며 KT의 ‘올레 TV

2. 연구 목적

나우’는 ‘엔터 TV 앱’이라는 상품 서비스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적 기능을 제공하고

본 연구는 거실에서 일어나는 동반 시청 경험에

있다. TV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 공동의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가정의 TV 이용 맥락과

소유라는 인식이 통신사 결합 상품과 연계된 국내

행태를 반영하여 TV 를 이용한 콘텐츠 시청 서비스의

IPTV 서비스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개선과 기회 영역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18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하리다키스와 핸슨(Haridakis & Hanson, 2009),

2.1

개인의 TV 이용 태도와 행동

모라와 동료들(Mora et al, 2011)의 논문에서 제시된

2.2

가족 구성원 별 TV 이용 태도와 행동

동반 시청(Co-viewing)은 “한 사람 이상이 같은

3. 거실 TV 를 통한 동반 시청 경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정의되어 다른

3.1

TV 를 이용한 동반 시청 상황의 형성

사람들과 단순히 같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3.2

동반 시청 시 나타나는 TV 이용 행동

[3] 동반 시청은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3.3

동반 시청 시 나타나는 TV 이용 태도

수단이며, 이때 TV 시청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적

4. TV 를 통한 OTT 서비스의 이용

용도로써 이용된다. (Lull, 1980) 다른 사람들과 함께

4.1

서비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탐색

TV를 시청하는 것은 스포츠와 같은 프로그램의 일부
유형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세 번째 범위인 ‘TV 를 통한 동반 시청

높인다.(Wertenbroch & Carmon, 2006)

경험’에서는 표 2 의 질문지를 활용하여 동반 시청을
하게 되는 동기, 행위, 생각, 감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 방법

표 2. 유형 3 의 주요 질문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질문지에 사용자 집단의

3.1 TV 를 이용한 동반 시청 상황의 형성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3.1.1

진행하기 전 사전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가족과 함께 하는 동반 시청은 주로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거쳤으며 이를 통해 질문지를 보완하였다. 또한 가정

3.1.2

내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동반 시청이 일어나기 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

속하므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상호 작용하며 질의를

3.2 동반 시청 시 나타나는 TV 이용 행동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층 인터뷰(In-depth-

3.2.1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녹취

동반 시청 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나요?

후, 스크립트 작성에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방

3.2.2

코딩(Open Coding)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3.2.3

연구에 활용된 심층 인터뷰의 질문지는 총 4가지의

동반 시청 상황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나요?

범위로 구성되었는데, TV 서비스의 개선 및 개발을

3.3 동반 시청 시 나타나는 TV 이용 태도

위한 형성적 연구임을 고려하여 첫 번째 범위인 ‘영상

3.3.1

시청 습관’에서는 특정 매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거실에서 TV 를 함께 볼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긍정적인 경험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반복하는 영상 시청 습관을 설명하게

3.3.2

하였으며 영상 시청 경험이 TV 이용 경험의 상위

거실에서 TV 를 함께 볼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정적인 경험은 무엇인가요?.

개념이 되도록 하였다.

3.3.3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본인에게 어떤
가치를 주나요?

또한, TV 이용 시 가정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3.3.4

위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Morley, 1986)와
함께 사전 인터뷰 참가자와의 질의를 통해 세대 간

TV 가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나요?

편성된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신 받는 것을

TV 이용 태도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넘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이

때문에 두 번째 범위인 ‘TV를 이용한 영상 시청

OTT 서비스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번째 범위인

습관’에서는 개인의 TV 이용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TV 를 통한 OTT 서비스의 이용’에서는 프로그램

별 TV 이용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탐색 시 이용 과정과 탐색 시의 불편함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1. 인터뷰 질문 유형 및 중심 주제

1. 영상 시청 습관
1.1

즐겨 보는 장르 및 프로그램

표 3. 유형 4 의 주요 질문

1.2

시청 행동 시 주 이용 매체

4.1 서비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탐색

1.3

이용하고 있는 영상 시청 서비스

4.1.1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을 때 어떤 과정을

2. TV 를 이용한 영상 시청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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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거치나요?

높고 이용 시간이 가장 많지만 조작 능력은

프로그램 탐색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무엇인가요?
4.3 식사 상황과 거실 공간
참가자 7명은 모두 다양한 가정 내 동반 시청

4. 참가자 모집

경험을 묘사하며 공통적으로 ‘식사 상황’을
언급하였고 그에 따라 식사 상황에 대 한 세 가지

먼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20 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참가자들은 식사 상황 중에

기본 정보를 수집한 뒤 3 인 가구 이상, 거실 공간에서

적막을 해소하기 위해 TV를 켰고, 보던 TV

가족과 TV 를 공유, 하루 TV 시청 시간이 1 시간

프로그램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청 중 식사를

내외 이상인 응답자를 선정하여 참여 의사를 물었다.

시작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 거실에 모여 TV를 켰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는 식사 상황이 곧 동반

심층 인터뷰는 7 명(3 인 가구-3, 4 인 가구-3,

시청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4 인 이상 가구-1)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참가자
당 약 1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2017 년 10 월

거실 공간에 대한 두 가지 하위 범주로는 개방성과

20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제한성이 나타났다. 첫째로 개방성은 동반 시청

대한 보상으로 5,000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험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거실 공간이

지급하였다.

동반 시청 경험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
몰입이 특히 낮았다. 두 번째 하위 범주로는 거실
공간의 제한성이 나타났다. 거실의 제한성에서는 두

5. 자료 분석

가지의 개념이 나타났는데 프로그램 선택의 제약과
공간적 제약이다. 참가자 P04는 가족 중 자신만

4.1 자녀 세대의 TV 시청 패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거실 TV로 보는 행동에 대해

가정 내 거실 TV가 켜져 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부끄러움을 느꼈다. 참가자 P06은 거실 TV를 이용할

그에 비해 참가자들이 TV를 이용하는 시간은 적었다.

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교하여 불편함을

또한 TV가 핸드폰이나 PC와 같은 개인적인 기기보다

느꼈다.

접근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기기가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영화나 예능이나 드라마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은데
만화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봐요.
엄마는 상관이 없는데 아빠나 동생한테는 부끄러운..[P04]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리모컨으로 하는 조작의
불편함 또한 켜져 있는 시간에 비해 TV 이용률이
낮은 데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많이 TV를 시청하는

우리 집에서 거실이란 주로 아빠의 공간이죠. 거실에
탁자가 있잖아요. 탁자에 아빠의 소지품들이 다 있어요.
신문, 돋보기, 붓글씨를 하기 위한 머루인가? 우리 집에서
거실의 개념은 주로 아빠가 상주하는 곳? [P06]

가족 구성원으로는 참가자 7명 중 5명이 부모님을
언급하였다.
4.2 부모 세대의 TV 시청 패턴
참가자들이 가정 내에서 동반 시청을 할 때에는,

4.4 동반 시청 패턴과 방해 요소

TV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부모 세대의 시청 패턴을
반영하게 된다. 부모의 TV 시청 패턴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는
실내 활동 시 하루 종일을 TV와 함께 한다. 둘째,
부모는 TV 시청 시 주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낮은 수준의 조작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고 검색은
되도록 최소화하는 행동을 보였다. 셋째, 부모는
IPTV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검색할 때 자녀의
그림 1. 동반 시청 패턴을 형성하는 3 가지 요인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하위 범주를
통해 가족 중 부모 세대가 TV에 가지는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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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생각이란 것이 세대 간의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 다르다보니까.. (…) 드라마를
주로 보시는데 뉴스 같은 것 간혹 보면은.. (…) 그냥 같이만
보게 되면 좋은데.. 보면서 항상 그 이슈를 말하니까요. (…)
이야기를 하다보니 싸움이 좀 났죠. [P07]

TV를 이용한 동반 시청의 상황의 형성에서는 세
가지의 하위 범주가 나타났고 각 범주에 따라 가족
커뮤니케이션, 시청 컨텐츠, 개방된 공간이라는 형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첫번째 형성 요인은 가족 커뮤니케이션으로,

4.5 예능과 드라마

참가자가 유대감을 위한 가족 행동의 일환으로써

동반 시청 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며 함께 사회적

시청에 참여하는 경우이며 가족 간 친밀도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형성 요인은 시청 컨텐츠로,

시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르는 예능과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반

드라마였다. 또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능

시청에 참여하는 경우이며 함께 보는 프로그램이

장르가 공감과 감정 이입을 추구하는 드라마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성

장르보다 동반 시청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요인인 개방된 공간은 참가자가 거실에서 생활하며

예능의 경우 드라마보다 동반 시청의 상황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TV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로,

쉽게 형성되는 것에 반해 시청 시 켜놓고 다른 일을

프로그램 몰입도가 낮고 시청과 함께 다른 일을 하는

하는 경우가 많거나 중간 이탈률이 높았고, 드라마는

행동 패턴을 보였다. 참가자 P07을 통해 거실

한 번 형성되기는 어려웠지만 형성된 후에는 다 같이

공간에서 TV보다 타기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가자 P02를 통해

확인하였다.

동반 시청 시 예능을 볼 때와 드라마를 볼 때의
상이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TV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으니까. 거실에
있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쇼파 누워서 핸드폰하다가
그냥 잠깐 잠깐 보는(…) TV가 주목적은 절대 아니죠. [P07]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예능은 보다가 재미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딴 거 하거나 (...) 드라마는 전화
와도 끊는데, 예능은 중간에 재미 없으면 받아요. [P02]

또한 동반 시청 시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4.6 결과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는 낮은 조작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렇게 백여 개 이상의

거실 TV를 이용한 동반 시청 시 참가자들은

채널을 리모컨으로 돌리는 이유는 채널을 돌리며

프로그램 선택과 조작 방식에 있어 부모의 TV 이용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였고, 동반 시청 시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반 시청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에는 실시간 방송을 주로 시청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에 대한 본 방송 시간은 잘

참가자들은 TV를 통한 동반 시청 시, 콘텐츠

알지 못했다.

선택에서 강한 선호를 반영하지 못 하였는데 이것이
동반 시청 경험 형성의 방해요소가 되었다. 방해

참가자들은 핸드폰과 PC로 콘텐츠 탐색하는 것을

요소의 하위 범주로는 첫째, 개인의 TV 독점이

더 선호하였으며, TV를 통한 IPTV 및 OTT 서비스는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가족 중 한 명이 TV와 채널

기기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보고 싶은 것이

선택권을 독점하는 경우에 TV를 이용할 수 없었다.

명확하지 않을 때 이용하였다. 이때 특정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의사의 충돌이 나타났다. 의사의 충돌은 두

시청해야겠다는 목적보다는,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다른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IPTV 콘텐츠

경우와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는

선택 시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최신작보다 평소

경우였다. 참가자 P01는 가족과 보고 싶은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 과거에 방영했던 회차를

프로그램이 달라 비난을 듣고 부정적인 감정을

출연자나 줄거리 정보를 보고 선택하였다. 참가자

느꼈다. 참가자 P07은 가족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P04는 혼자 밥을 먹으며 영상을 보기 위해 IPTV로

뉴스를 볼 때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다.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드라마 보는데 아빠가 옆에서 엄청 쫑알 쫑알 말을 해요.

신서유기는 아직 무료 서비스가 안 풀려서 그 전 시즌을
봤죠. 밥을 먹으면서.. 그거 계속 켜놓으면 계속 자동 재생
되니까 계속 켜놓고으면서 밥 먹고.. [P04]

“드라마가 뭐 저래?” 그게 전 싫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같이 보게 된 드라마인데 아빠는 “뭐 저런 막장 드라마가 다
있어? 항상 드라마는 저렇지..” “이 드라마 왜 봐?”라는
식으로 태클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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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택 시 영향을 미쳤으며 추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청하기 이전에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용하는 경향 또한 타 기기보다

이용하여 선택지를 줄이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층의 시청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P03과 P07을 통하여 보고

동기과 태도를 고려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TV

싶은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서비스의 추천 시스템에

서비스의 기회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참가자인 청년층이 주로 YouTube나 영상
정 보고 싶은 것이 없으면 무비팩 켜서 보고싶은 영화
있는지 찾아봐요 (…) 무비팩 메뉴로 들어가면 메뉴가
여러가지 있어요. 이 달 제일 인기 많은 영화, 이 달 무료
영화.. 매 달 테마별로 영화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인기 많은 Top 30인가? 거기 들어가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쭉 봐요. [P03]

클립과 같이 모바일, PC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사실이 IPTV보다 OTT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는데, OTT
서비스의 특징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여 출연자의
이름이나 중심 단어로 보고자 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진짜 할 것이 없는데 시간이 조금 많다.
킬링 타임을 해야겠다하면은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쿡티비 가입하기 전에.
지금은 그럴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니까.. (…)진짜 잠깐 할
것 없어서 켜놓으면.. 인기 시청률 그거 해서.. 시청률 비교
해주거든요. 랭크 리스트를. 그게 그나마 괜찮은 프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중에서 대충 보다가 딴 거 하고.. [P07]

6. 결론 및 제언.

그림2. 해쉬태그를 이용한 네이버 TV의 검색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거실 TV를 이용한 동반 시청

그림 2는 모바일 서비스인 NEVER TV의 검색

경험의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상이한 시청 패턴, 동반

인터페이스이다. 영상마다 내용과 출연자의 키워드가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 동반 시청 패턴과

해쉬태그로 달려있어 사용자는 검색 시 프로그램

방해 요소, 선호 콘텐츠 장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TV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사용자의 조작 경험과 콘텐츠 경험
개선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세대

모바일의 터치 인터페이스와 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가정으로 이루어진 3인 이상 가구에서 가정 내 실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는데, 타 기기를 이용했을 때의

활동 시 거실 TV를 가장 장시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함이 TV에서도 구현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부모의 TV 이용

매체 간의 시스템 통합화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패턴이 동반 시청 시에도 반영되어 낮은 인터페이스

있었다.

조작 숙련도가 나타났다. 이들은 채널을 돌리거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동반 시청의 중재적 조건인

볼륨을 조절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보 검색에

부모의 TV 시청 행동 패턴을 관찰자인 자녀와의

있어서는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일절 사용하지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다는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조작 경험

연구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세대 별로 확장하여 동반

개선을 위하여 세대를 고려한 더욱 간단하고

시청 경험을 촉진하는 UX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직관적인 콘텐츠 검색 방식이 필요하였다.
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청년층 또한 TV에서의
콘텐츠 탐색과 이용이 모바일과 PC 환경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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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전통적 콘텐츠 경험을 위한 디스플레이 비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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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의 비율마다

요약문

콘텐츠

현대 사회에서 모바일, 컴퓨터 모니터, TV 등 사용되는

(2016)의

디스플레이의 경우 3:2, 4:3, 16:9, 21:9, 18:9 표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따라 본 연구는 동양화 콘텐츠를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동양화를

문화

콘텐츠의

구현

및

하지만 상기의 비율 외에도 16:10,
표준 영상 비율과 다르게 활용되는

있어 표준 영상 비율보다 활용 가치가 높은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콘텐츠 경험에 있어 최적의

비율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스플레이에
전통

활용하고 있다.
18.5:9, 32:9 등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최적의 콘텐츠 경험에

조사하고, 표준 영상 비율이 아닌 특수하게 활용 가능한
구현하는

김동호
디자인을

4:3, 16:9, 21:9, 18:9 를 표준 영상 영상 비율로서

비율은 콘텐츠를 경험하는 상황마다 다르게 활용될 수
기반하여

비율이

전달을 위해 다양한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 3:2,

있는 18.5:9 비율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렇듯

아트를

때문이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최적의 콘텐츠 경험

비율 모니터와 다양한 콘텐츠를 최적으로 경험 할 수

미디어

다르기
최적화된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최적의 게임 콘텐츠 경험을 위한 32:9

구현하는

목적이

연구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인 동시에 콘텐츠 경험의 본질을

영상 비율을 기반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역할과

비율은 하나의 통합된 규칙으로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존의

본 연구는 특정 콘텐츠를 경험하는데 있어 최적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율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1.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비율, 동양, 전통, 디스플레이, 경험디자인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미디어 아트의
사례에서 연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미디어

1. 서 론

아트가

1.1 연구의 배경

디스플레이를

기반하여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아트

현대 사회의 인간은 시각적 정보에 상시 노출 되어있다.

사례 중 한국 전통의 콘텐츠를 기반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는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동양화와 같은 한국 전통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밀접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활에

상시

정보

전달이

예술에서 사용되었던 비율이 표준 영상 비율과 다르기

최근 인간은 TV 및 컴퓨터 모니터 뿐 아니라 노트북,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내용을 기반하여

스마트 폰을 통해 외부에서도 콘텐츠를 경험 할 수

동양화를 통해 동양 전통의 시각적 경험에 최적화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의 비율은 인간에게

비율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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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 소장품을 기반해 연구를 진행 한다. 이를 통해

4:3

35 mm 필름의 비율로 일반 TV, 비디오에 적용

한국 전통 콘텐츠를 재조명하고, 디스플레이에 구현할

16:9

와이드스크린 영상 비율로 HDTV 에 적용

21:9

US/UK 의 극장용 와이드스크린 표준으로 적용

18:9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점차 활용하는 비율

상황에 있어 최적의 비율을 제안한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 전통의 경험 제공을 위한 콘텐츠 디자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3 비 표준 디스플레이 비율

2. 연구 기반 조사

상기와 같이 기술의 발전은 최적의 콘텐츠 경험을

2.1 디자인과 비율

위해서

모든 예술의 기본이 되는 '비율(ratio)'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비율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노정화(2009)는 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와 지속적인

언제 어디서든 존재 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다빈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어 디스플레이의 기술 향상으로

(2015)은 비율이 시각적 경험에 있어 비율이 중요한

이어지며 정보 시각화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오늘날에

하였다. 이처럼 기술의 향상과 디스플레이의 역할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대를 통해 표준 영상 비율과 다른 비율을 기반한

접목되어 왔으며,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 하나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 16:9 비율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원리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즉, 비율은

만들어진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는 최근 32:9 와

디자인을 통해 최적의 경험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18.5:9 처럼 표준 영상 비율과 다른 비율이 활용되는

역할을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가 있다.

2.2 디스플레이 비율의 이해
현대 사회에서 TV,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은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영상 매체와 게임과 같은 멀티미디어의
콘텐츠를 즐기는데 있어 없어서는 필수적인 매개체다.
디스플레이에서도

비율은

최적의

콘텐츠

경험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그림 2 삼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8 과 갤럭시 노트 8

다양한 비율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8 과 노트 8 시리즈부터 기존의 16:9 비율과
다른 변칙적인 18.5:9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사용하는 보편적인 16:9 비율의 콘텐츠와
21:9 의 영화 콘텐츠, 그리고 4:3 의 TV 콘텐츠와 같이
다양한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18.5:9 의 비율을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Infinite Display)로 명명하였다.
그림 1 디스플레이 비율과 픽셀의 규격(ko.wikipedia.org)

“그림 1”을 기반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비율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비율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최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요구가

그림 3 삼성 게이밍 모니터(gaming monitor) CHG90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준 영상 비율(standard aspect ratio-image)

“그림

영상 비율

정의

monitor)인 CHG90 다. 이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는

3:2

사진 촬영용 카메라에 적용되는 35 mm 필름 비율

3”은

삼성전자의

게이밍

모니터(gaming

32:9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16:9 디스플레이를
두 대를 합친 비율이다. 삼성전자는 모니터 2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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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 사용하는 오피스 및 게임을 하는 환경에 적합한

판매하는 사례다. 이처럼 종이에 구현하는 전통적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32:9

콘텐츠인 동양화가 디스플레이에 구현 할 수 있음을

비율은 넓은 시야각(視野角)으로 게임 사용자에게 높은

확인했다. 하지만 TV,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에서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했다.

활용하는 디스플레이의 표준 영상 규격을 기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표준 영상 비율과 다른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시각화의 혁신을 목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과 모니터에서 경험하는 콘텐츠

3.2 연구의 진행

별 최적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 표준 디스플레이의 비율을 통해

상기의 조사를 통해 이이남 작가는 동양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표준 영상 비율을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동양화 비율의 사례를 조사
하고자 한다. 이는 동양화 경험하는데 있어 전통적 시각

3. 연구

경험은 표준 영상 비율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3.1 연구의 범위

연구 진행을 위해 국립 중앙박물관의 소장품 중

본 연구의 조사는 상기와 같이 비 표준 영상 비율을

서화(書畫)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통해 한 나라의

진행한다. 최연희(2007)는 미디어 아트를 사진, 영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

비디오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예술 콘텐츠를

미래를

통찰하는

목적으로

대중에

연구의

범위로서

조선시대의

파급효과가

큰

디스플레이

매체로

하는

기반으로

진행한다.

이는

건설되었기
소장품을

국립중앙

때문이다.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분야로 정의했다. 이는 미디어 아트가

진행한다. 또한 한 장의 디스플레이에 구현이 가능한

종이와 캔버스 위에 표현하는 그림의 전통적 방식을

동양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병풍 및 비단 위에 그린

디스플레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화와 같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동양화는 비율을

동양화를 디스플레이에 구현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연구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조사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연구를

위해

조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소장품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비율은 소수점
반올림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동양화 비율
명칭

작가

크기(cm)

비율

산수도

심사정

31.7×22.8

1.3:1

봉래도권

김윤겸

27.4×38.8

1.4:1

한정도

신윤복

50.0×35.5

1.4:1

정선

100.3x64.2

1.5:1

추천도

신윤복

57.9×37.5

1.5:1

관폭도

장시흥

140.9x94.2

1.5:1

진단타려도

윤두서

110.9x69.1

1.6:1

허목

75.8×46.1

1.6:1

이인문

77.3×45.2

1.7:1

어머개와 강아지

이암

73.5×42.5

1.7:1

그림 5 이이남 작가의 판매용 미디어 아트

평사낙안도

이징

97.9x57.3

1.7:1

“그림 5”는 작가의 작품을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 폰

월야산수도

김두량

81.8x48.8

1.7:1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매체에 활용 가능하게 하여

북새선은도

한시각

56.7×338.0

1.7:1

그림 4 신사임당 초충도를 기반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그림 4”와 같이 작가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의 그림
요소를 동적이게 만들어 디스플레이에 구현하였다. 이

여산폭포도

작품은 16:9 디스플레이를 기반하여 표현하고 있다.

목죽도
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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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접납량도

맹영광

107.9x59.1

1.8:1

선인도해도

정선

124.5x67.7

1.8:1

작가미상

85.0×46.5

1.8:1

정선

26.7×47.0

1.8:1

영모도

조지운

100.9×56.3

1.8:1

그림 6 비율 조사 결과를 통한 표준 영상 비율 비교 분석

피금정

강세황

126.7x69.4

1.8:1

5. 결론

산수도

정선

179.7×97.3

1.8:1

신사임당

58.0×31.5

1.8:1

양팽손

88.2×46.7

1.9:1

스마트폰의 사례처럼 비 표준 영상 비율과 같은 특수한

죽도

조익

100.9x53.0

1.9:1

비율을 활용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1.8:1 의

연사모종도

이징

103.9x55.1

1.9:1

비율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란도

작가미상

145.0×58.5

1.9:1

연구의 한계는 현대 사회에서 동양화를 그리기 위한

구룡연

이이상

118.2×58.5

2:1

경직도

김홍도

101.2×48.8

2:1

이정

119.1x57.3

2:1

후원아집도

작가미상

109.3×52.4

2:1

호취박토도

심사정

115.1x53.6

2.1:1

묵매도

어몽룡

119.1x53.0

2.2:1

묘작도

변상벽

93.9×43.0

2.2:1

설송도

이인상

117.3x52.6

2.2:1

디스플레이에 기반한 전통 문화 콘텐츠 구현 및 보존의

수욕도

작가미상

104.8x46.4

2.2:1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중탐매도

심사정

115.0×50.5

2.3:1

화조도

심사정

136.4x58.2

2.3:1

송하보월도

이상좌

190.0x81.8

2.3:1

군작도

작가미상

138.8x57.6

2.4:1

풍속도

김홍도

89.3×37.0

2.4:1

서원아집도

김홍도

122.7x47.9

2.5:1

동경산수도

김수철

119.0x46.0

2.5:1

경직도

송민고

132.4x48.8

2.7:1

작가미상

143.9x52.7

2.7:1

연구,

홍백매화도

조희룡

124.8×46.4

2.7:1

석사학위논문 (2000), 16.

추경산수도

이한철

102.0×37.0

2.8:1

동래부사접왜사도
서교전의도

화훼초충도
산수그림

죽도

곽분양행락도

본 연구는 동양화와 같은 전통적 콘텐츠를 경험하는데
있어, 최적의 디스플레이 비율은 삼성전자 모니터와

소재로

사용하는

한지의

경우

통일된

사이즈를

사용하지만, 상기에 조사한 조선시대 동양화의 경우
동일하게 활용하는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는

현대

사회에서

동양화를

그리기

위해

사용되는 한지의 규칙적인 비율의 조사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비율의 폭을 좁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아트로 동양화와 같은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데

최적의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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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passive haptic feedback, during interaction

Abstract

on a tablet in five representative input tasks spanning

While commercial Tangible User Interfaces (TUI)

movements of pull, rotation, cross, bend, and slide.

based on capacitive touch screen has appeared,
exploring its usability is one of important research

The key findings are that the TUI with the cord shows

area. Thus, we explored usability of TUI on a tablet

a reduction in overall performance for the bend task.

using Fitts’ law. Our study compared multi-touch

The main contributions of the work are in the form of

input, commercial TUI, and a TUI enhanced with an

new

elastic cord that provides passive haptic feedback,

variations between multi-touch and tangible input

during interaction on a tablet with five representative

and the introduction (and evaluation) of a novel TUI

spanning movement tasks; pull, cross, bend, slide, and

that incorporates an elastic cord that provides passive

rotation. We run this empirical study with 13
participants and gathered throughput, error rate, and
subjective ratings (NASA TLX) about combination of
each input and task. Our result shows the TUI with
the cord decrease overall performance for the bend
task. Our work contributes finding new empirical
data highlight performance variations between multitouch and TUI, and suggesting novel TUI with an
elastic cord for providing passive haptic feedback.

haptic cues.

empirical

data

highlighting

performance

2. Related Work
TUI have been widely studied, but relatively few
authors have gathered empirical data. For example,
Besançon et al. [1] compared TUI and touch
interaction for three dimensional tasks on wider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2D tasks.
Deformable objects have also been applied to many

Keyword

TUIs, especially cord. For example, Hachet and Kulik

Tangible user interfaces (TUIs), Fitts’ law, mobile

user’s waist while Klamka and Dachselt [7] created a

[5] explored input on a mobile device tethered to a
custom sensor to explore how a cord might enhance

1. Introduction

input on a mobile.

Commercial Tangible User Interfaces (TUIs) based on
modern touch screen technology, such as Microsoft’s

Fitts’ law is a common tool to study input techniques.

Surface Dial [9], Adobe’s Ink and Slide [3] or

For example, [2] compares overall Fitts’ performance

Reactable’s Rotor [6], are beginning mainstream. As

and subjective ratings (ease of use, speed, accuracy,

they do so,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fatigue) for single and multi-touch input. [8] is one of

understand the usability of TUIs on these platforms.

the rare research type which applied Fitts’ law to

offer

investigate completion time of TUI and touch

performance improvements over standard touch

interaction for large display. In this paper, we

during challenging pointing tasks, we explored the

analyzed overall Fitts’ performance and NASA TLX

usability of TUI on a tablet using Fitts’ law.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touch interaction

Inspired

by

work

[8]

that

shows

TUI

and TUIs for mobile platform.

Our study compared multi-touch input, a common
TUI, and a TUI enhanced with an elastic cor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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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between tablet and edge of desk at 130 mm

3. CordDial

at all times.

We propose a novel tangible artifact: CordDial. This

4.3 Procedure

is a cylinder object tethered to a fixed point by elastic
cord. It is designed to be used on a capacitive touch

All participants completed trials with Dial, CordDial

screen with the cord tethered to the bottom corner of

and Multi-Touch input modes and each performed

the device. This design is motivated by prior work

the following five input tasks (Figure 2):

indicating the haptic feedback from elastic cord can
assist, guide, and lead user interaction [7], therefore

•

Pull: using the dominant hand, move fingers
or TUI diagonally along the screen from
bottom left to top right.

•

Cross: using the dominant hand, move
fingers or TUI diagonally along the screen
from bottom right to top left.

•

Rotation: rotate fingers or Dial, using
dominant hand.

•

Bend: using the dominant hand, hold fingers
or Dial on screen, while non-dominant
moves diagonally top-left to bottom-right.

•

Slide: using the dominant hand, hold fingers
or Dial on screen, while non-dominant
moves diagonally bottom-left to top-right.

we expected CordDial to provide an improved user
experience compared to a regular tangible system. We
selected the length and thickness of cord carefully to
balance concerns of an appropriate movement range
(on a tablet) and preventing problems such as tangling.

Figure 1 Dial (left object) and CordDial (right object)

CordDial is constructed around a commercial tablet
TUI, ‘Rotor’ [6]. A 3D printed plastic shell and
conductive cap surround Rotor – this is the standard
tangible object, or Dial, used in this work. CordDial
was created by adding a bearing, an elastic rubber
cord, and a separate tether object that was suctioned
to the tablet screen. The dimension of both Dial and
CordDial were 33 mm in diameter by 21 mm high.
The length of un-extended cord was 47 mm and it
could be stretched a maximum 2.1 times this length.
The diameter of tether object was 22 mm, and the
thickness of cord was 0.6 mm.

Figure 2 UI of tasks; a. Pull, b. Cross, c. Rotation, d. Bend,
e. Slide. Blue circles show initial location of touch and green

4. Method

circle is target to terminate touch. In Figure 1-d and e, larger
blue circle is touch position of dominant hand and smaller

4.1 Participants

one is touch position of non-dominant hand. Yellow circle

13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our study (Females = 8,

means current location of touch and yellow arrows indicate

Males = 5). Their average age was 21.9 years (SD =

direction of movement. Red line means current rotation

1.8 years). Only one person was left-handed. We

angle of Dial or fingers.

recruited them through our university Facebook page

Dominant hand screen touches always involved

and they received compensation of 15,000 won.

thumb and index fingers, while non-dominant hand

4.2 Apparatus

touches always involved only index finger. Directions
are for right-handed users and were inverted for left-

We programmed an app for the study using Android

handed users. In case of pull, cross, and rotation, a

Studio and ran it on a HTC Nexus 9 (Android version

trial started when the Dial or dominant hand fingers

7.1.1) tablet for sensing status of multi-touch

touched the screen and finished when it/they were

interaction, Dial and CordDial. We set the tablet on

removed. Bend and slide trials were delimited by the

the desk in landscape orientation and mainta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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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and release of the non-dominant index finger.

analyzed

We logged completion time as well as start and end

interaction. We used Minitab 18 for analysis.

position.

by

all

combinations

of

gesture

and

5. Result

The study procedure was as follows: the study was

For brevity, this section only report result for each

explained to the participant; he/she performed

task which showed significant effect. In case of bend

practice trials to learn the five tasks for CordDial and

task, throughpu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01)

multi-touch conditions; the study then began. Breaks

for input modes. Post hoc tests showed it was

were enforced at the end of trials for each input task;

significantly lower with CordDial than both other

participants completed the NASA TLX during these

input modes (both p < 0.001). Error rate was also

pauses. Each input task involved eight repetitions of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24) for input modes.

eight variations, each with a difference index of

Post hoc test showed it was significantly larger on

difficulty (ID). The experiment took average 40

CordDial than Multi-touch (p = 0.02). NASA TLX

minutes to finish.

physical demand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p =

4.4 Design & Analysis

0.003) for input modes. Post hoc test showed it was
significantly larger on CordDial than Dial (p = 0.002).

The experiment was a 3 x 5 x 8 within-subjects design

However, there wasn’t any significant effect by input

with the following factors and levels:
•

Input Modes: multi-touch, Dial, CordDial

•

Tasks: Pull, Cross, Bend, Slide, Rotation

•

Index of Difficulty (ID): Eight levels for each

modes in case of pull, cross, rotation, and slide tasks.

6. Discussion
Based on our result, unfortunately, the cord decreased
performance and increased error rate and subjective

task (Range: from 1.624 to 4.954).

demand for bend. This was unexpected as prior work

We set ID values by varying only target width [4]. The

[5] suggested that an elastic cord will enhance overall

width of targets in the Pull, Cross, Bend, and Slide

performance. Participants comments highlight reasons

tasks were from 3 to 24 mm with eight levels, while

for the cord’s poor performance. They stated that

the width in the Rotation task was from 3°to

during bend movements, the resistance exerted by the

24°with eight levels. Distances used in the tasks were

cord was strong enough to increase the difficulty of

50 mm (Pull), 73 mm (Cross), 60 mm (Bend), 65 mm

the task.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arefully

(Slide) and 90°(Rotation). All input modes, tasks and

selecting cord elasticity to best support specific types

IDs were presented in a random order to participants.

and ranges of movement.

In total, 960 data points were collected for each of 13

7. Conclusion

participants: 12480 in total. Data from the first trial
in each task were treated as practice, so a total of 1560

Embodying TUI on commercial touch screen and

data points were excluded. Data in any trial was more

exploring its performance is an interesting challenge

than three times the standard deviation of movement

relevant to both research and commercial systems.

time or distance was considered an outlier [10] and

Our results contribute to this literature by proposing

removed: 351 data in total. This led to a final data set

a new type of tangible input and reporting new

of 10569 trials.

empirical data about differences between multi-touch
and two different TUIs. Our key finding is TUI could

Analysis was based on Fitts’ law. We calculated

decrease overall performance in bend, which differs

throughput and error rates for each combination of

from prior work [5].

gesture and interaction type based on [11]. These were
also analyzed by univariate ANOVA and Tukey tests

This work can be extended for exploring performance

if we found significant effect. NASA TLX (mental

of various TUIs on tablets and suggesting interaction

demand,

design guidelines.

physical

demand,

temporal

demand,

performance, effort, frustration) data wa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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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Wordle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뉴
스의 토픽 변화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
문가가 쉽게 데이터를 분석,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툴

2.1 Wordle
Wordle은 Jonathan Feinberg에 의해 만들어진 웹
기반의 word cloud generator이다 [4]. Wordle은

인 NewsWordle을 제시한다. NewsWordle의 사용성
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시각화 결과물을 소개하며,
사용자가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 기사를 작성할 수 있
음을 설명한다.

주제어
Wordle, 시각화, 뉴스 토픽 시각화

1. 서 론
Wordle은
핑시켜

텍스트에서

텍스트의

단어의

요약을

빈도를

제공하는

크기에 맵
시각화 기법

이다. Wordle의 대중적인 인기는 Wordle이 다른
시각화 기법들을 표현성과 미학적 관점에서 압도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Wordle은 대중매체

에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인터랙션 기
사의 작성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 1 Wordle 을 사용한 시각화의 예시

특유의

심미성과

표현력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

으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3].
Wordle은 word cloud를 생성하기 위한 텍스트와
단어의 색, word cloud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와

그러나 인터랙션 기사의 작성은 다양한 분야의 수

같은

많은 전문가들을 요하는 비싼 작업이다. 일례로, The

word cloud를 생성한다. Wordle은 텍스트에서 더

NewYork Times Snow Fall Interactive article [2]

많이 나오는 단어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가정하기 때

은 기사 작성에 적어도 5명의 다양한 분야의전문가

문에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word cloud에서 더 큰

와 6달이라는 긴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했다.

크기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1).

우리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비전문가들도 쉽게 빅

Wordle이 일반인들도 쉽게 word cloud를 생성할 수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찾아

있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Wordle은 word cloud의

내고 Wordle을 이용한 인터랙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있어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문

툴인 NewsWordle을 제안한다.

제가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

경우, 사용자는 원하는 레이아웃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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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반복하여 word cloud를 생성해야 한다는

사용하였다. Histogram (그림 2A)은 시간에 흐름

한계점이 존재한다.

(x축)에 따른 해당 토픽을 포함한 기사량 (y축)의
변화를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간격 (그림 2B)에 따라 보

2.2 ManiWordle

여준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경우, 하루 단위로 보았
ManiWordle은 Wordle이 word cloud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안하여

자유도가

사용자가

적으로

떨어진다는

레이아웃을

관여하여

만드는

직관적으로

을 때 왼쪽에서 2번째 histogram이 가장 높다는 것을

문제점에 착

확인함으로써, 해당 날짜에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토

단계에 직접

픽을 포함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레이아웃을 조작할

있다.

수 있게 만든 툴이다 [1]. ManiWordle에서 사용자는
3.2 시간에 따른 토픽의 변화 시각화

Wordle이 생성된 이후 고정할 단어들과 조작할 단어
들을

선택하여

단어를

이동,

회전할

NewWordle은

수 있다.

시간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ManiWordle은 사용자가 단어를 조작할 때 real-

시각화하기 위해 Wordle을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time으로

수행하여 고정

지정한 시간 간격 (그림 2B)에 따라 Wordle이

된 단어를 제외한 단어들의 위치를 재조정해 준다.

생성되고, 각 Wordle (그림 2C)은 해당 기간에 어떤

ManiWordle은

자유로운 인터랙

단어들이

원하는 레이아웃

이즈에 맵핑시켜 시각화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많이

션을

collision

detection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서

보다

사용자가

많이

언급되었는지,

단어의

빈도를 사

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급된 단어일수록 Wordle에서 더 큰 크기를 갖게 된

3. 시간에 따른 뉴스 토픽 시각화

다.
일련의 연속된 Wordle들은 해당 토픽이 시간의 변

3.1 토픽을 포함한 기사량 변화 시각화

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시각화한다. 또

NewsWordle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을 포함한

한,

각

Wordle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에는

기사량의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해 histogram을

그림 2 NewsWordle 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뉴스 토픽 시각화. (A) 시간에 흐름에 따라 토픽을 포함한 기사량의 변화를 보여주
는 시각화. (B) 사용자가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부분. (C)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단위로 어떤 단어들이 언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화. (D) 각 Wordle 을 구성하는 단어의 통계를 보여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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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ing

and

하나의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목적 2의 경우 아직

Wordle을 구성하는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단

The NewYork Times Snow Fall Interactive article

어가 강조되고 다른 Wordle에 해당 단어가 있을 경

과 같은

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강조를 한다.

NewsWordle에서

NewsWordle은

Linking이

제공된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즉,

해당

Wordle을

본

구성하는 단

시각화

비전문가도

손쉽게

데이터를 분

제시하였다.

NewsWordle의 사용

소개하였고,

NewWordle을

실제 언론분야

사용하여 인터랙션 기

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서 비전문가도 NewsWordle

4. 결과 및 토론

을 사용하여 손쉽게 인터랙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였다.

NewsWordle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6년

6. 사사

12월 7일에서 2016년 12월 14일 기간에 대해

사자를

부족하다는

결과물들을

종사자에게

터랙션 기사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수집하여

기능이

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적인 레이아웃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인

‘삼성’이라는

논문에서는

NewsWordle을

는 단어의 폰트, 색과 같은 스타일 옵션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제공하는

하여 손쉽게 인터랙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툴인

들을 필터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Wordle을 구성하
Wordle에서

작성하기엔

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Wordle을 사용

어의 통계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원치 않는 단어

각각의

기사를

5. 결론

공한다. 대표적으로 단어의 통계 (그림 2D)를 제
사용자에게

인터랙션

한계점이 있다.

Wordle의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능을 제
공하여

복잡한

토픽으로

시각화에

총

17,850건의

사용하으며

개발과정과

기사를

실제

언론분야 종

평가과정에

참여시켜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o. NRF-2016R1A2B2007153).

NewsWordle을 사용하여 인터랙션 기사를 작성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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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map: 잡음으로 간주된 빅데이터 신호의 증폭 시각화
Artmap: Amplified visualization of big data signals regarded as noise
홍상화

이병주

Sanghwa Hong

Byungjoo Lee

문화기술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KAIST

KAIST

doublebind@kaist.ac.kr

byungjoo.lee@kaist.ac.kr
1.2 개별 사용자의 일상적 편차의 중요성

요약문
Artmap 은 기존 빅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잡음으로

개인의

일상은

간주되어온 개별 차이를 증폭하여 시각화 시키는

고도의 사회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를

예술작업이다. 6 개월간 측정된 50 명 사용자의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와 함께, 그 사회의 틀 안에서

대중교통사용내역에서, 위치의 표현에서 잡음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회라는 집단 안에서 개인의

간주되는 결재시각의 분초를 신호로 간주하였을 때,

평범한

개인의 평범한 일상이 역동적인 시각적 결과물로서

상대적으로

특별하지

표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빅데이터의 시각화

통계적으로

단조롭고

과정에서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는 임의의 기준을

개인에 있어서는 어제를 오늘과 구분 지을 수 있는

정할 때 기존 방식이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이 이다. 비록 몇 분, 몇 초의 차이일 지라도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차이가 있기 위해 어제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고

일상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조롭게 반복된다.

작은

않게

편차를

가지고

여겨진다.

하지만

일상적인

작은

편차라도

그것이 개인의 하루하루를 구분 짓게 한다. 따라서

주제어

통계적 분석이 아닌 개인의 일상을 시각화 함에 있어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미디어아트

그 작은 편차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게

1. 서 론

표현해야 할 요소 이다.
1.3 잡음으로 간주되어온 개별 편차의 신호화

1.1 빅데이터에서의 신호와 잡음

데이터의 표현에서 왜곡은 피하거나 보정 해야 할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요소로 간주 되었다. 특히 정보 디자인에서의 데이터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시각화는 데이터에 불확실성, 즉 왜곡이 클수록 그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 조차 포함한

시각화의 가치는 상실된다.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간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 [1] 로 정의 된다. 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양적인

구성된 도표와 그래프들은 정확성에 의존하여 그

측면에서의 기술일 뿐, 데이터에서 신호와 잡음을

가치를 유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을

구별하는 구분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주지 않는다.
빅데이터는

대부분

사용자의

지극히

표현함에 있어 개별 데이터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일상적인

미약하기 때문에, 왜곡은

행위에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며 개인별 데이터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반복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편차는 집단적 분석의 단계에서 통계적 평균에 의해
잡음으로 간주되고 지워지게 된다.

의도된

왜곡과

증폭을

통해

개인의

일상은

특별해지고 매력적이 된다. 하지만 그 왜곡이 무
작위성과 연결될 때 그 일상의 표현물은 더 이상 그
개인의 일상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된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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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예술적 표현에서 왜곡은 데이터의 편차를

한다. 또한 될 수 있도록 그 요소들의 결정은

증폭시킴과 동시에 데이터에 의거하여 어떠한 무

데이터에 의해서 여야 하며 무 작위성을 피해야 한다.

작위성

없이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난수적인

아름다움을

내포하지만

난수와

사용자 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 중 GPS 좌표 정보를

달리

사용하여 환승 정보와 결제 위치를 표시한 1 차

데이터에 의해 반복적인 재현이 가능한 왜곡과

시각화 작업을 수행 하였다.

증폭이 빅데이터의 예술적 표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이다.

2. 본문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이나, 각 정보의 차이는
정보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 정보를 창의적으로
시각화 하는 작업에서 이러한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심미적인 시각화에
있어 표현적 한계를 가진다. Artmap 은 결제시간
요소를

사용위치정보

에

접목하여

무작위적인

시각화인 동시에 데이터에 의해 반복 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빅데이터의 예술적 표현을 시도

그림 1 시각화 된 사용자의 결제 위치 GPS 좌표

하였다.

그림 1 의 사용자는 총 87 번 교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12 곳의 결제 지점을 이용
하였다. 이용 횟수는 87 번 이지만 실제 표현되는

2.1 데이터 분석

결제 지점은 12 곳으로 상당수의 이용이 중첩 되거나

(주)티모넷을 통해 2015 년 2 월 1 일부터 2015 년

중복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월 31 일까지 총 6 개월의 교통카드사용 내역의
데이터를

전달

받았다.

데이터는

이와 같이 중첩되고 중복되는 좌표들을 분산시키기

(주)티모넷

위해 데이터를 왜곡 시켰다. 왜곡은 사용자의 결제

서버로부터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1 차

시간을 활용하여 분, 초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두

분류 하였으며, 10 대에서 50 대까지 고른 분포를
가진 50 명의 데이터 선정 하였다. 데이터는 결제

번의 증폭을 통해 오브젝트의 위치를 적용 되었다.

시간(시, 분, 초), 나이, 성별, 교통수단(수도권내 모든

그림 2 와 같이 오브젝트의 초기 좌표(Original point,

버스와 지하철), 사용금액, 결제 위치 와 GPS 좌표

시각화 된 GPS 좌표)는 시계와 같은 형상으로 사용

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6 가지

시간(분)에 의해 변환 된다. 예를 들어 15 분에 결제

교통수단을 248 번에 걸쳐 사용 하였으며 38 곳의

된 좌표는 90 도의 위치 조정 되고, 30 분에 결제된

결제 지점을 사용 하였다.

좌표는 180 도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초기

좌표에서 1 차 왜곡 지점(First distortion)까지의 거리,
시계의 반지름은 오브젝트들의 분포도에 의해 초기

2.2 좌표와 왜곡

설정 값에 대한 비율로 결정 된다.

데이터를 예술적으로 시각화 하기 위해서는 배경의

1 차적으로 왜곡된 새로운 좌표(First distortion)는

색, 오브젝트의 색, 오브젝트의 위치 등 다양한

사용 시간(초)에 의해 다시 한번 그림 2 과 같이 조정

요소가 필요하며 그 요소들이 데이터와 연결 되어야

된다. 1 차로 왜곡된 좌표를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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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형상을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사용시간(초)가 0 초 일시 0 도, 45 초 일시 270 도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2 차적으로 조정된 좌표는
오브젝트의 최종 확정 좌표가 되며 1 차 왜곡 점(First
distortion)과 2 차 왜곡 점(Second distortion)의 거리,
시계의 반지름 역시 오브젝트들의 분포도에 의한
초기 설정 값에 대한 비율로 결정 된다.

그림 3 이용시간(시)에 의해 변화 되는 오브젝트의 색

기본 결제가 일어난 지점에서는 하나의 물감 방울을
표현하고 환승이 일어난 지점들은 물감을 흩뿌린
효과로 표현한다. 16 개의 기본 물감 이미지 샘플과
13 개의 흩뿌린 물감 이미지 샘플이 사용 되었다.
이미지 샘플은 벡터 이미지로 구성 되어 오브젝트의
외형을

구성하고

오브젝트의

색은

수도권

교통수단의 색을 기본으로 그림 3 에서와 같이 사용
그림 2 시간(초)을 통해 2 차 왜곡된 오브젝트 좌표

시간(시)에 의해 변화 된다. 이로써 같은 교통수단을
사용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용시간(0 시~24 시)에
따라 다른 느낌의 색이 표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오브젝트의 표현
오브젝트의

표현

방식은

잭슨 폴락[2]의 액션

작품의 배경색은 그림 4 와 같이 사용자의 나이에

페인팅[3] 작품의 형상을 모방한 물감이 흩뿌려진

의해 결정되며 사전에 배치된 색에 따라 배경색이

표현을 차용 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순한 하루,

결정 된다.

일상의 데이터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의 표현과 사용자, 대중들에게 이미
친숙한 예술작품의 이미지를 차용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이 예술로 표현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사용자의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작품의 배경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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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앞서 다룬 데이터 분석, 좌표와 왜곡, 그리고
오브젝트의

표현

연산을

거쳐

사용자의

대중교통이용내역은 아래의 그림 5 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5-3 55 세, 남자, 2015 년 2 월 4 일부터 2015 년 7 월
31 일 까지의 데이터

예술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 5-1 22 세, 남자, 2015 년 2 월 4 일부터 2015 년 7 월

것이 아닌 왜곡되고 증폭된 결과물을 통해 기존

30 일 까지의 데이터

가치의 새롭게 해석 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모네의 수련[4]과 피카소의 여인들[5]이
그러하듯

작가의

결과물은 관객이

새로운

시각에

의해

변형된

기존에 깨닫지 못했던, 혹은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되찾게 한다.
데이터의 시각화의 본질은 분명 데이터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데이터의 실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시각화가 정보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의도적인
왜곡은 작가의 시각과 같이 작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의식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Artmap
에서는
표현에서

사용자의

결제

증폭되고

시간(시,분,초)을

왜곡되는

요소로

정보의
활용하여

사용자의 대중교통이용 위치정보를 새롭게 표현한다.
그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은 매력적인

그림 5-2 18 세, 여자, 2015 년 2 월 4 일부터 2015 년 7 월

작품으로 변환되고, 작품을 통해 사용자 자신의

31 일 까지의 데이터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질 때,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의
전달을 넘어 예술로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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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스템에서도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고있다. 이에

문화콘텐츠 사업이 확대됨과 동시에 관람을 원하는

본 연구는 좌석 예매 시스템 중 좌석 선택 시
제공되는 좌석도의 시각화 방법에 따른 연구를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좌석을 예매할 때, 좌석의 배치
및 관람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진행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관람석의 상황과
주변 환경의 모습 및 전반적인 관람 환경의 정보를
얻기를 원하지만, 현재 좌석 예매 시스템에서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재 좌석 예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좌석도는 좌석과 무대의 거리,
좌석의 위치, 관람 내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평면의

Top

view

좌석도만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좌석 상황과 전반적인 관람
환경을 짐작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좌석 정보를 제공할
때,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람 선택 시 관여도에 따라 영화관과

연구는 좌석도의 시각화 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공간의 이해도 및 선호도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시각화 방법은 평면과 입체, 그리고 입체의 경우

뮤지컬 및 공연장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위의 공간별
좌석도를 평면 Top view 과 입체로 시각화하여
제작하고 정보 전달 효과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점에 따라 다른 실험물로 진행한다.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좌석도에 입체감을
더하고 각도를 달리 보여주는 시각화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사용자들의 편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2. 이론적 고찰
2.1 문화 콘텐츠에 따른 분류 연구동향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공간별 좌석 정보 제공 시 효과적인 시각화 전략을
제안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안성아외 3 명은, 문화 콘텐츠와 문화소비집단을
고급문화 선호자(high -cultured)와 대중문화 선호자
(popularist)
집단으로
크게
분류
했다.
이는 문화컨텐츠를 분류할 때 문화 상품의 특성 중

주제어
좌석도, 정보디자인, 관여도, 문화콘텐츠, 시점

소비자의

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친근함(familiarity)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1].
또한 박상준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 상품의 분류는

1. 서론

관여도의

1.1 연구 목적 및 배경

관점에서도

고급문화상품을
대중문화상품을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여가의 증가 등으로

구매의사결정에서

인해 매년 문화 콘텐츠 분야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분류

할

수

고관여군으로
저관여군으로
소비자의

관여도는

있는데
분류하고
분류한다.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정보 욕구와 정보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또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확대되면서 좌석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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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관심 정도가 높고, 애착이

그리고 지하차도 등 주요 지점에 대한 실감나는

강하고, 구매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여도가 낮다는 것은 관심 정도가 낮고, 애착이

3 차원 입체 영상을 통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관 분석, 도시계획 웹 기반 지도 서비스

약하며, 구매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분야에서도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5].

것을 의미한다[2].
2.2 공간 시각화 연구

3. 연구방법

공연 문화 마케팅에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본 연구는 좌석 예매의 전반적인 시스템 분석 및

대한 연구는 2000 년대부터 ,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연구를 주로 진행하는 선행 연구와 달리, 좌석 선택

있다. 김은경의 연구에 따르면, 관객이 공연을 보기로
결심한 후, 공연을 관람하기 까지는 수많은 공연 중

시에 제공되는 좌석도의 시각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시각화 실험물을 제작하고 심층인터뷰를

원하는 공연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입장료

실시하였다.

가격, 장소, 취향, 관람 목적, 좌석, 음향장비 등
다양한 요건을 비교 검토하는 복잡한 의사 결정

심층인터뷰는 2017 년 10 월 30 일 ~ 11 월 15 일까지
영화 관람 경험률이 높으며, 뮤지컬시장의 중심축인

과정을 거친다. 이는 공연은 매번 다른 창의적이고

20 대부터 30 대를 대상으로 총 28 명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재화에 비해
구매 전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진행하였다. 실험 절차는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제작된 실험물을 랜덤으로 제공하고, 30 분간

이외에도 시간이 투자 되는 행위이므로 구매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인터뷰를

되는 것이다[3]. 이러한

진행하였으며,

좌석도를

통한

공간의

이해도와 선호도에 관한 질문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답변을 바탕으로 영화관과 뮤지컬 및 공연장에 따른

사용자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평면도와 함께 몇몇 좌석에서 보여지는

시각화 실험물의 호감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무대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따른 답변을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2.3 정보 시각화 효과에 관한 연구 동향

3.1 실험물의 구성

정보시각화방법이 2 차원에서 3 차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가 다양한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물인 좌석도는 공간에 대한
익숙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를 것이라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명홈은 방재

예측하여 익숙한 공간인 ‘영화관’과 익숙하지 않은

관련 GIS DB 에 쓰이고 있는 2 차원 시각적인 정보와
3 차원 공간 정보를 비교하여 피해지역 관리 및

공간인 ‘뮤지컬 및 공연장’으로 구분하고 각각 문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소비 시 관여도에 따라 저관여도와 고관여도로

대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재난대응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를

정의하였다. 또한 시각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3 차원에 의한 입체적인 영상

비교적 관여도가 낮은 영화관은 평면 A, 입체 B
2 가지의 실험물이 제작되었다(그림 1). 관여도가

평면의 Top view 와 입체 좌석도를 제작하였다.

조감을 제작함으로써 재해현황도로 활용하거나
피해현황 파악 시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4].

높은 뮤지컬 공연장은 평면 A, 입체 B 와 입체에
좌석도의 시점을 달리한 C,D 로 총 4 가지 실험물이
제작되었다(그림 2).

그리고 박재한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2 차원
평면 영상의 길 안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차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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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화관 분석결과

A

B

64%

36%

가장

68%

32%

거리감이

79%

21%

96%

4%

Q1: 가장 공간감이 잘 느껴지는
유형
그림 1. 영화관 실험물 (순서대로 A,B 타입)

Q2:

좌석에서

스크린를

예상하기 쉬운 유형
Q3: 좌석과 스크린의
가장 잘 느껴지는 유형
Q4: 가장 선호하는 유형

뮤지컬 및 공연장의 좌석도의 경우 기존 방식인
A 타입이 아닌, C 타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해도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2]. 각 질문 마다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타입을

살펴보면

이해도

부분에서 공간감이 잘 느껴지는 타입으로는 C 타입
71%[표 2-Q1] , 스테이지 뷰의 예상도에서는 B 타입
54%[표 2-Q2], 거리감에서는 C 타입이 57%[표 2Q3]의 호감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선호도의 경우
C 타입이 57%의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표 2-Q4]. "A 타입은 좌석 선택하기에는

그림 2. 공연장 실험물(순서대로 A,B,C,D 타입)

편하지만 1,2,3 층 간 높이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다",
"거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통해
A 타입은 공연장의 층별 고저차가 느껴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현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감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또한 스테이지 뷰를

4. 연구결과

예상하기 쉬웠던 타입은 B 타입이지만, 전체적인

영화관과 뮤지컬 및 공연장 좌석도에 대한 심층

선호도는 C 타입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는
"스테이지 뷰도 중요하지만 공연장이 잘 파악되는

인터뷰 결과, 영화관의 좌석도는 평면의 A 타입이
영화관 내부의 공간감을 잘 느껴지는 공간감
부분에서 64%[표 1-Q1], 자신의 좌석에서 스크린 뷰

C 타입이 더 유용하다.", "B 타입도 좋지만, 공간감,
거리감 등 다른 부분들도 모두 고려했을 때는
C 타입이 더 좋다." 라는 답변들을 통해 스테이지

예상 가능성 부분에서 68%[표 1-Q2], 스크린과 좌석
간의 거리감 부분에서 79%[표 1-Q3]의 결과를
보이며 이해도 부분에서 높은 호감도가 나타났다.

뷰의 예상 가능성 보다는 전체적인 현장감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C 타입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가격대가

또한 선호도 부분 역시 96%의 압도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표 1-Q4]. 이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으로는 “평소 소비량이 많고 잦은 방문이

높고 소비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 뮤지컬 및 공연장의
경우 좌석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뮤지컬
및 공연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 좌석도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가 익숙하고 보기
편하다”, “B 타입의 경우 현실감은 있으나 오히려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혼란을 준다” 등이 있었다.

공연장의 전체적인 현장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영화관 좌석도에 대한

종합해보면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라 좌석도에 따른
선호도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저관여도의

하는 관람객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관람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새로운 좌석도에
대한 니즈가 없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화관의 경우 기존의 서비스에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관여군의 뮤지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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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경우 현재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평면의

후속연구에서는

Top view 보다는, 좌석도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된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는 것을 알 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간별 좌석 정보 제공 시
효과적인 시각화 전략을 제안하도록 개발될 것이며

더

많은

참여자들과의

실험과

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인터렉션 기반의 좌석 예매
시스템 개발로 이어져 사용자들의 편의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공연장 분석결과

A

B

C

D

Q1: 가장 공간감이 잘
느껴지는 유형

4%

11%

71%

14%

Q2: 좌석에서 무대를

0%

54%

36%

11%

가장
유형

예상하기

Q3:

좌석과

거리감이

참고 문헌
1. 1.안성아 외 3 명 "문화상품 소비자의 행태적
세분화" , 광고학연구, 231~250.
2.

쉬운

무대의

가장

품질평가에
43(6),23.
0%

32%

57%

11%

가장

선호하는

소비자

미치는

관여도가

영향,

SERVQUAL

경영학연구,

(2014),

3. 3.김은경, 뮤지컬관객의 티켓구매 결정요인에 관한

잘

연구 ,(2009), 47

느껴지는 유형
Q4:

2.박상준,

11%

21%

57%

4. 4.박재한 외 3 명 , “실내 공간 모델링을 위한

11%

3 차원 공간정보 매핑에 관한 연구”, 한국 지형 공간

유형

정보 학회 10, (2011) , 84-89.
5. 5.조명홈 외 3 명, “ 3 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5. 결론 및 한계점

통한

피해정보구현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1) , 175~183.

문화 콘텐츠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6. 6.정보람 외 1 명 , “소비 의도와 동기 성향이

정보 탐색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높은

문화예술소비에 미치는 영향 : 기회비용 인지를

고관여도의 뮤지컬 및 공연은 이러한 니즈 충족이
필수 불가결하다. 뮤지컬 및 공연 관람 시 소비자가

중심으로” , 예술경영연구, (2013), 103-128.
7. 7.2014 년 영화소비조사, 영화 진흥위원회 ,(2015).

이용하는 예매 시스템에서 현재 제공되는 좌석도는

2016 공연예술실태 ,문화체육관광부 , (2017).

자신의 관람석의 상황과 주변 환경의 모습 및
전반적인 관람 환경의 정보를 제공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에 따라 영화관과 뮤지컬 공연장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평면의 Top view 와 입체의 모습을 시점
별로 제공하여 이해도와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저관여군에 속하는 영화관의 경우
기존의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면의 Top
view 를 선호하였으며, 고관여군에 속하는 뮤지컬 및
공연의 경우 기존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의 좌석 시각화
자료에서 입체감을 더하고 각도를 달리 보여주는
시각화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사용자들의 편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 44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A Study on Data-Curated Project Process Model
– In Relation to Two User Experience Design Project Cases
SungHee Ahn

Jen Y. Lee

Hongik University

A&P Research Centre

sahn2002@hongik.ac.kr

jen.y.lee.design@gmail.com
technology-based, and translated in to all fields,

Abstract

ranging from computer programming and HCI to

In this era of Big Data, accumulation and exchange

agriculture to urbanization, ultimately leading to

of data is considered to reflect the current global

high efficiency. Influential companies like Google

mind. Much of the actions and interactions are

and Facebook ‘live and die by their data’ (Simon,

datafied, forming the base of the rationale for

2014). As more and more focus is on how

decision-making. In the field of design, design

sufficiently the exchanges of data are customized to

practices in connection to data, such as dataoriented design and data visualization, are conducted.
Nevertheless, the Big Data does not cover the realms

at

hands,

our daily lives.

which are easily neglected by the systemic Big Data

1.2 Hypothesis

management, and formulated data-curated design
process model. It is to examine how such real-life

Despite datafication in many aspects of our life, there

data is utilized and adapted in the process, and how

exist real-life data that are easily neglected in the big

we are to curate and handle these data. It is
to

computers

efficiently utilizing the data woven into the fabric of

curation of the real-life data in design process,

contribute

personalized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emotional. This paper re-interpreted reflection and

sequentially

With

individuals have swiftly adapted to the data-based

called the real-life data, which is cultural and socio-

to

individualism’ (McGuirk and McGetrick, 2017)
arose.

that are uncountable and unscientific. They are

anticipated

the needs of users, the current culture of ‘mass

data collection process. They are considered informal

the

and less significant than others in the domains wher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y of data in relation

data are dominant factors in making design decisions.

to human experience by developing an alternative

In the spectrum of practices that utilize data, the

design methodology, strengthening the practice of

commonly applied types of data are determinable

human-centered design through the ever-expanding

and in great volume. Such data captures, shares and

real-life data.

analyzes the subject and in the fields where those

Keyword

data-oriented design is carried on, decisions are
made and complex problems are solved. Nevertheless,

Data-curated Design Process, Socio-Cultural Data,

aforementioned group of data does not represent all

Real-life Data

aspects of the subject matter. The ‘opportunities
afforded by Big Data are real enough – but they
also contain a danger: that we become so focused on

1. Introduction

numbers that we lose sight of other opportunities’

1.1 Background

(Thackara, 2013).

The wav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2. Literature Review

provoking design to create synergy among multiple

As the growth of data variety and volume is reaching

fields based on ICT, to position itself as the
interactive

mediator

between

epidemic proportions and almost all actions and

technology,

beings go through datafication, it is crucial to study

information and the public users. The flow of

the aspects of data in design. While data is generally

information, stimulating such phenomenon, is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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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ed as information in raw or unorganized

whole

digital form, data encompasses all that can be

accumulation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cases lead

transformed into new form of value. The substantial

to strategic project prototyping. Since the human-

collection of data leads to big data, which are then

centered experience design is based in real life

applied in various fields for analysis. Although design

practice, qualitative case study analysis requires

in large had been aiding ways of being in which the

staged structure of evaluation and verification.

entity can become independent and free, design of

Through the findings of design reflection and

the information age is the means to empower data

analysis of real-life data in case studies, this research

and consequential operations in relation to it.

extracts the types of real-life data and develops a

Overcoming the mere ‘practice of designing software

conceptual model that displays data curation in

by developing transforms for well formed data’

design process.

(Fabian, 2013) in computer programming, data-

cycle

of

design

process.

Identification,

4. Case Studies

oriented design has been actively employed in

4.1 Case 01- Species to Species Project

various disciplines in the past decade. Data-oriented
design improves ‘data retrieval and service access’
(Koponen, et al. 2007) in the realm of Internet;
promotes ‘highly efficient agricultural system …
[that] achieve[s] labor-saving production of crops’
(TongKe, 2013) in agriculture; realizes intelligent
buildings that have the ‘potential to perceive, learn
and adapt’ (Perumal, et al. 2013) to ever-changing

Figure 1. Species to Species: Non-human area (left) /

situations in architecture; actualizes smart cities that

human area (right) of Greater London

‘provide engagement and incentive systems to help
people adjust their behavior’ (Lee and Hancock,
2012) according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in
urban space.

It is obvious that data is becoming

more common and a reliable source in diverse
practices.

Nonetheless,

concentrating

on

the

application of data in design practice and how such
data curate the design, it is crucial to study how and
which type of data are collected, selected and
interwoven in design process.

3. Methodology

Figure 2. Species to Species: Areas of residential
conflict between humans and Muridae

The research is to examine and analyze how the
situated and informal real-life data is adapted in

Species to Species Project was a design project based

data-curated design process by using case study

on the local environmental data and developed

methodology and prototyping. The identification of

around the residential issue between humans and

two specific cases that display the interaction with

other living organisms in London city space. While

real-life data in the design process, followed by

other-than-human animals have become acclimated

analysis of the effect the real-life data had in design

to city, most creatures other than pets are considered

decision-making, allow scrutiny of how real-life

a threat or a pest (Rotenberg, 2004; Hinchliffe and

data are synchronized and utilized in contemporary

Whatmore, 2006; Haeg, 2010) and their residence

design context. The case study allows this study test
the

theoretical

hypothesis

of

this

study

rose as a serious matter of concern. The design

by

research was to conduct human-centered experience

accumulating evidences from real-life data during

design intervention to alleviate the confli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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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began

with

relevant

everyday

data

located

around

Ddarabi

Oreum.

The

project

collection from both offline and online context on

reflected the historical route that was re-discovered

the matter of residential conflict between human and

by historical data from the old maps (Figure 3) and

other animals in city space – publications; personal

added cultural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blog posts, search results from global search engines,

with

mail exchange with relevant experts. Based on the

regeneration projects, here, the historical data and

gathered

textual

an

survey

residents.

Unlike

the

other

was

cultural data were interwoven in the process of
contemporary participatory design. It displayed how

most

user experience design could be developed in the

subject.

online

local

proceeded to study the public’s consensus on the
controversial

data,

the

Environmental

data

collection from a relevant local organization GiGL

convergence

(Greenspace

transformation.

information

for

Greater

London),

process

of

data

curation

whose database is mainly formed on experiencebased and qualitative citizen science, followed to
pinpointed residential areas of animals. Applying
such data, interim report visualized the overlapping
habitats of humans and other animals in conflict in
London area (Figure 1). The analysis of visualized
geographical data located controversial overlapping
contact

zones

between

human

and

the

Figure 3. Historical data, the maps of Jeju Island,

most

Daedongyeojido (1861) (left) / old map of

ambivalent animal –mouse (Figure 2). The final

Gasiri, Tamna Sullyeokdo (1702) (right)

design result was situated on a particular route in
central London, within the selected controversial
contact zone. Equipped with a toolkit relevant to the
path –audio, route map, View Master Viewer®
with 2 film reels- the design work assisted users to
gain environmental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ial
conflict caused by overlapping habitats.
4.2 Case 02- Gasiri Project, Gapmajang-gil

Figure 4. Gasiri on the Jeju map (left) / the route of

Gapmajang-gil around Ddarabi Orem located in
Gasiri, Jeju was designed and opened to the public in
2012.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to create the
'Gapmajang-gil Walking Route'. It was an
experience design project with the outcome of public
product and service –a walking route and
information signage and festival based on the 600
year-old historical contents. Historically, Gasiri
village was known for its horse farm since the
Mongolian occupation of Jeju Island in the 13th
century, which lasted almost 100 years. During the
occupation, Jeju Island became one of the core post
for managing and supplying warhorse. After the
recovery of Jeju Island in Chosun Dynasty, King
Sejong designed the ‘Ten National Horse Farms’ and
Gasiri, among the ten farms, managed top-tier royal
horses in the first grade warhorse farm 'Gapmajang',

'Gapmajang-gil' and 'short Gapmajang-gil'
designed by participatory cultural data

4.3 Case Study Analysis
Diagram 1. Intervention Points of Case Study 01
(right)

Diagram 2. Intervention Points of Case Stud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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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Analysis of Two Cases

in system-oriented data collection. Data-oriented
design research is rather limited, compared to the
'data-oriented design practice [that] has been around
[for] decades (Fabia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early stage of data-curation theory from the design
perspective. As Nissenbaum (2001) mentioned, this
kind of ideal debate can bring the issues of how
computer systems embody the value and expand the
set of social, ethical and cultural values to light. The
result of this study might challenge the current

As indicated in Table 1, individual small data gather
and

compose

non-structured

and/or

technology to build the system that conceives

semi-

significant life value. With the consideration for

structured real-life data. This study formulated the

future computer deep learning and AI, the system

‘data-curated design process model’ to show how

that embodies these kinds of real-life data needs to

these data interact with each other or intervene in

be

the design process. The final model (diagram 3)

recognized

and

developed

along

with

the

awareness of such issue.

displays the transformation zone and the process in
which the creative interaction happe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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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양적

요약문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입력에 대한 번거로움과 부담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강해짐에 따라 모바일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건강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 관리

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제되지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않은 데이터를 단순히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듯

UX 디자인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중단을

UX 디자인 측면에서 기존의 많은 모바일 건강 관리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성이 좋지 않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해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사용 의지와

UX 디자인 요소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

동기 상실을 유발하여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중단하게

효과적인지 연구하였다. 8 가지 UX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BEING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성이 좋지

만든다. 따라서 모바일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베타

사용자들로 하여금 꾸준한 사용을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모바일 및 심층 인터뷰를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서는 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탐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플리케이션의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 5 가지 UX 디자인 요소를 HCI

UX 디자인 요소를 HCI 측면에서 선정하고, 모바일

3 요소 측면에서 분류하고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어플리케이션 BEING 을 개발하여 선정된 디자인

주제어

요소가

사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탐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습관 분석, 인터랙션, UX 디자인 요소, 사용성

2. BEING: 인공지능 습관 분석 플랫폼 기반
어플리케이션

Digital Healthcare,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
AI-based habit analysis, Interaction, UX Design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습관 추적 및 분석을 위해

Factor, Usability

인공지능 습관 분석 플랫폼 HAY 를 개발하였다.

1. 서론

플랫폼은 크게 데이터베이스(DB) 및 인공지능 습관
분석 영역, 인터랙션 알고리즘 영역, 어플리케이션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영역으로 나뉜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AWS)에 DB 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구축하고, 생체 나이 분석 회사와 공동 개발한 습관 분석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 관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인터랙션 알고리즘은 습관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결과 및 실시간 걸음수 트래킹 데이터, 습관 기록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센서를 통해 걸음 수,

데이터에 기반해 구조화 된 형태의 개인화 인터페이스

활동량, 수면 양 등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사용자에게

및 인터랙션 방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신의 생활 습관(식습관, 체중 조절, 수면 패턴 등)을
직접 기록하게 한다[1].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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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버전

7.0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앵귤러

이상에

웹

대응하는

구성되어

2(Angular

2)와

3.1 친밀성(Friendliness)

BEING

대시보드와

모바일

있으며,
아이오닉

친밀성이란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게 하고, 심리적

각각

및

2(Ionic2)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카운트하도록

최적화

되었다.

모든

변화를

유도하는

인터랙션의

속성을

디바이스나 서비스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준다.

걸음수는 모바일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인지적

의미한다[4]. 특히 친밀한 방식의 인터랙션은 사용자와
BEING 에서는 그림 2 과 같이 구어체 메시지로 친구와

트래킹

대화하는 듯한 인터랙션을 활용하여 디자인되었다. 또한

데이터(걸음수 및 습관 기록 등)는 실시간으로 DB 에

사용자의 입력 정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인터랙션

반영되며, 습관 분석 알고리즘은 1 분마다 업데이트 되어

메시지를 제공하여 생활 습관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BEING 분석 탭에서 반영된다. 또한, 10 분마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랙션 알고리즘을 통해 개개인별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방식이 업데이트되어 인터페이스 변화나 알림,
아이콘 애니메이션 등이 변경된다. 각 영역의 기능 및
역할, 설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2. BEING 대시보드 내 맞춤형 메시지 인터랙션 예시

3.2 직관성(Intuitiveness)
직관성이란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한눈에
그림 1. BEING 전체 구조도

드러나도록 설계하는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의미한다[5].

3. 8 가지 UX 디자인 요소

특히 가시성이 뛰어난 아이콘은 쉬운 접근성과 시각적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건강관리

즐거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직관성을 높인다[6].

어플리케이션의

BEING 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아이콘을 디자인하여

사용성을 악화시키는 총 14 가지의 요인에 대한 문헌

사용자가 생활 습관을 기록할 때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8 가지

척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4 와

UX 디자인 요소를 HCI 관점에서 선정하였다[2]. 각 UX
디자인

요소들은

HCI

측면에서

크게

네

같이 물과 커피 섭취량을 '컵' 단위로 입력하도록

가지

아이콘을 디자인했고, 수면 및 운동 전/후 피로도는

관점(콘셉트,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인포메이션)에서

그림 5 와 같이 표정 아이콘을 활용해 시각적 즐거움을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3]. 콘셉트

높였다. 식사 후 포만감은 그림 6 과 같이 식사량으로

측면에서 BEING 은 사용자의 입력 기록을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습관을 적절한 형태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어플리케이션이다.

알려주는
특히

모바일

BEING

은

건강

각각의 기능이나

이러한

아이콘을

인터페이스

전면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관리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 목적을 쉽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직관성과 단순성을 고려한 화면을
설계했다. 인터랙션 측면에서는 서비스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적시성과

맞춤성,

친밀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사용자에게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제공성, 자기인식성, 주관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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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5, 6(좌측 상단부터 Z 방향). BEING 기록 내 입력

필요한 인터랙션을 제공함으로써 적시성을 높이도록

인터페이스 예시

설계되었다.

3.3 주관성(Subjectivity)
주관성이란 스스로 결정한 방식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속성을 의미한다[7]. 이러한 속성은
사용자가 자신의 식사량이나 운동량 등에 관한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여 기록을 포기하는 상황을 미연에

그림 9, 10. BEING 알림 내 맥락 맞춤형 메시지 인터랙션

방지한다. BEING 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확한 양적

예시

데이터 입력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사용자의

3.6 정보제공성(Informativeness)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정보제공성이란 특정 문구가 얼마나 문서의 핵심

그림 5, 6, 8 과 같이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면

아이디어를

전/후 느낌, 식사 후 포만감, 운동 후 느낌을 요구한다.

있고 우수한 품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사용자가 제공받는

3.4 단순성(Simplicity)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더욱 신뢰할 것이라 보고된 바
있다[12]. BEING 은 그림 11, 12, 13 과 같이 사용자의

단순성이란 내용의 합리적 배치와 깔끔한 구도로
합리적

배치와

특성으로써

깔끔한

지난 일주일 간 습관 기록을 요일 별로 분류하여

정의된다[8].

구도는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그림 14 와 같이 사용자의

모바일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에 대한 분석을 색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특성과 사용자의 기록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닌 가치가

사용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페이스의

설명하는지를

인포메이션의 특성을 의미한다[11].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히, 식사량이나 기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을 반영하여

표현되는

파악하고

있는

효과를

고려해야

구분된 간단한 코멘트 디자인 레이어를 활용하여

한다.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한

BEING에서는 사용자가 물과 커피 섭취량을 입력할

눈에 확인해볼 수 있음은 물론, 스스로의 정보를 비교 및

경우 그림 3, 4 와 같이 '컵' 단위로써 입력하도록 디자인

판단하여 습관 관리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다.

해 ml와 같이 복잡한 단위 입력을 배제했다. 또한 그림
5, 6, 7, 8 과 같이 기존의 정량적 입력 방식을 배제하고
5점 척도 혹은 키워드 항목으로써 구분하여 단순성을
높이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7, 8. BEING 기록 내 맥락 표현 인터페이스 예시

3.5 적시성(Timeliness)
적시성은 특정 상황이나 약속된 시간에 적절하고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랙션의 속성을 의미한다[9].
대부분의 모바일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그림 11, 12, 13, 14 (좌측 상단부터 Z 방향). BEING 분석 내
인포메이션 예시

데이터 기록을 잊거나 기록 의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3.7 맞춤성(Personalization)

많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하는

맞춤성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화된 정보나 서비스를

것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랙션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10]. BEING 은 그림 9, 10 과

속성을 의미한다[13]. 사용자에게 개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을

상기시켜주는

적절한

알림을

같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기록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에

피드백을

맞추어 알림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기록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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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를 제공해준다[14]. BEING에서는 그림 15와

185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이를 8 요소의 측면으로

같이 매 주 사용자 개개인이 기록한 습관 데이터를

분류한 뒤, 각 의견에 대한 효과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해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텍스트화된 분석

5. 연구 결과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BEING이
사용자의 생활 습관에 맞춰 작동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참가자의

인터뷰

분석

결과,

3

가지

HCI

이를 위한 인터랙션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요소(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인포메이션)의 차원에서 각
UX 디자인 요소가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5.1 인터페이스 – 직관성, 단순성(*)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직관성(3.2)을 반영한 UX 디자인
요소는 참가자로 하여금 습관 기록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사용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수면과
식사 기록의 측면에서 수치 기록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없애고 직관적으로 입력하도록 만든 점은 기록의 속도를
높이고 스스로의 생활 습관 인지를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15. 인공지능 서버를 통해 자동 생성된 메시지 인터랙션

“포만감 정도를 표정으로 나타내서 제 상태가 어떤지 더

3.8 자기인식성(Self-awareness)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어요(P27).”

자기인식성이란 자신의 느낌을 인식하거나 내부 상태에

반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인포메이션

단순성(3.4)은

기록의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참가자만큼, 지나치게 제한적인

속성을 의미한다[15].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은 스스로에

선택지가 오히려 불편했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참가자도

대한 개선점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 의지에 대한

많았다.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BEING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5.2 인터랙션 – 적시성, 맞춤성, 친밀성(-)

사용자가 기록한 습관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일주일
생활 습관과 최근 일주일간의 생활 습관을 평균적으로

인터랙션 측면에서 적시성(3.5)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림 17과 같이 요일 별

적시에 데이터 입력을 상기시켜 주어 습관 기록을

일주일 전 생활 습관 비교 분석 정보를 통해 일주일 전의

포기하지

스스로와 경쟁심을 유발한다.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맞춤성(3.7)은 참가자 개개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습관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여 습관 인지 및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알림 덕분에 물 한 잔이라도 더 마시게 되고, 간식과
야식을 줄이게 됐어요(P48).”
“매주 제가 어떻게 생활했고, 이번주는 어떻게 생활하는

그림 16, 17. BEING 분석 내 자기인식을 돕는 비교

편이 좋을지 조언해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문자가

인포메이션 예시

좋았습니다(P25).”이에

반해,

친밀성(3.1)은

참가자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인터랙션

4. 프로토타이핑 테스트(사용성 평가)

요소이지만 알림이나 집중을 요구하는 메시지 형태로

베타 테스트 참가자는 20 대부터 40 대의 평균연령

제공되지 않은 점이 해당 속성의 효과를 얻지 못한

25 세로 총 57 명 중 남자 29 명, 여자 28 명의 사용자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성되었다. 4 주간 BEING 을 사용하게 한 뒤, 주차별

5.3 인포메이션 – 정보제공성, 자기인식성, 주관성(-)

모바일 인터뷰에 참여하게 하였다. 참가자 중 기록을
충실하게 수행한 51 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각

인포메이션

인터뷰 데이터를 코딩하고 제시된 UX 디자인 요소가

자기인식성(3.8)을 적용한 BEING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사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데이터는

생활

측면에서
습관을

돌아볼

정보제공성(3.6)과
수

있었다.

특히

정보제공성은 사용자 스스로 생활 방식을 인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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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고, 자기인식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생활

설계 방식의 효과가 미비했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도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있었다. 단순성의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록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단순성의 정도가

“한 눈에 보이는 그래프 형태로 그 주의 생활 방식에

다르게 디자인된 기록 방식을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대하여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14).”

수 있게 한다면 사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저의 저번주의 오늘과 비교해줘서 운동하기 싫은날도

연구에서는 베타 테스트 방식의 제한적 사용자들을

운동가게 하고, 많이 먹고 싶은 날도 조절할 수 있게

대상이 아닌, 실제 서비스에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도와줬어요(P21).”

또한, 사용성에 관한 인터뷰 등 정성 데이터가 아닌

반면 주관성(3.3)은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정량적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가자에 따라서는 입력 기준을 모호하게 느껴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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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스마트홈의 복합적인
기기간의 연결성 및 인터랙션, 사용자와 지원업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위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핵심기능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사물인터넷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결합되어 스마트홈 환경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홈

1.2 연구 방법

환경에서는 AI 스피커가 다수의 사물인터넷 기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프로세스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 홈에서 전체적인

관련 분야의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 가시화 방법론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론이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활용될 때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을
제안하였다.
툴킷은
‘프로토파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사례를 통해 툴킷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흐름과 각각의 디바이스 사용 흐름를 조망할 수 있는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을 제안하고자 한다. 툴킷은
AI 스피커와 홈 사물인터넷 기기간의 다양한 인터랙션
방식과 연결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지원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서비스의 테스크
플로우가 키트 형태 제공되어, 디자이너는 쉽게
스마트홈의 프로세스를 가시화하며 그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 및 제안에 활용할 수 있다.

2. AI 기반의 스마트홈 환경 정의
2.1 스마트홈의 개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스마트홈을
“지능형 정보생활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중심의 서비스
환경에서 실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하였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유무선 통신망과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편리하게
홈환경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과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된
주거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스마트홈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가정내 모든

주제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스피커,
툴킷, 인터랙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네트워크와 센서 등의 기술이 발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기 들이
출시될 뿐만 아니라 4 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기

스마트기기로 상호 연결되고 정보를
사용자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작하며,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홈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 등 여러 방식을

교환하면서

2.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

통해 조작되며, 다양한 인터랙션 방식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홈 환경에서는 다수의 사물인터넷
기기와 인공지능 허브의 기능이 서로 결합되어

인공지능은 1956 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으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및 과학’을 의미하며, 근래에 머신러
닝(Machine Learning) 기법의 출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사용되며, 디자이너와 기획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인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서비스 지원업체와
같은 이해관계자 행동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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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원업체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의 접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프로세스 가시화
방법론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도출되었으며, 표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2.3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 정의와 현황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가전기기 연결성과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접목된 스마트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홈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결합되어 보다 진보하고 능동적인 형태로 사용자의
요구와 행동을 예측하여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을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 허브를 통해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연결되어 사물인터넷 기기의
제어 및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스마트홈 허브란
가정에서 사용자의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이며, 사물인터넷으로 연결·
제어하는 홈 허브의 역할과 지능형 가상 비서(IPA: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을 이해를 위해 스마트홈 플랫폼의
체계도를 그림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령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통해 분석되어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클라우드에 명령을 전달하여 사물인터넷
기기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방법론

한계점

고객여정
지도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테스크 등 서비스의
특징을 사용자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기기간의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VUI, PUI 등
여러 방식의 인터랙션 방식을 표현하기 어렵다.

UI 플로우
모델

UI 트리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다음 프로세스 진행되는지 알 수 있지만,
웹이나 모바일 중심의 GUI 에 국한되어, 다양한
인터랙션과 상황(Context)을 고려하지 못한다.

서비스
블루프린트

비가시적인 서비스의 특징을 시각화하며,
보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 및 이해 관계자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한정적인 상황
안에서 복잡한 사물간의 관계와 시스템을
표현하기 어렵다.

표 1 기존의 프로세스 가시화 방법론의 한계점

3.2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의 필요성
기존의 프로세스 가시화 방법론의 분석을 통해,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기존의 방법론으로 가시화하기
어려우며, AI 스피커와 다수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결합된 전체적인 흐름과 개별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조망할 수 있는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의 필요성을
3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은 사용자의
상황(Context)에 따라 인터랙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GUI, PUI, VUI 와 같은 다양한 인터랙션을 고려한
가시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1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 플랫폼의 체계도

3.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의 필요성
3.1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복합적인 테스크 플로우

2)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플랫폼의 정보 전달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다수의
인공지능 기기 정보가 수집되어 지원업체의 빅데이터
분석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물간의 관계와
시스템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발생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에서는 다수의 사물인터넷
기기와 AI 스피커 서비스가 결합된 테스크 플로우가
발생되며,
GUI(Graphical
User
Interface)와

3)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기의 문제 발생시,
지원업체 및 수리 업체 등 여러 관계자가 사용자와
연결됨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테스크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PUI(Physical User Interface)뿐만 아니라, VUI(Voice
User Interface)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사물을 조작하게 된다. 또한 설치 및 수리 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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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을 위한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 제안

기입한다. 그리고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테스크에 따른
사물의 행동과 지원업체의 테스크를 맵에 그린다.
4) 세부 플로우맵 제작
사물인터넷 기기 와 인공지능 서비스 각각의 세부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맵에 그리고,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4.1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조사된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의 특성과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을 새롭게
제안한다. 툴킷은 단순히 복합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가시화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만들어진 테스크
플로우를 키트로 제작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방법을 툴킷으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툴킷으로
제공됨에 따라, 디자이너는 단순히 플로우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제작된 서비스의 테스크 플로우를 키트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공유하고, 다른 디자이너들은
필요한 서비스의 키트에서 테스크 플로우를 가져와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툴킷은 여러

5)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인사이트 도출 및 제안
4.4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 구성
툴킷은 ‘프로토파이’를 통해 제작하였다. 프로토파이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툴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테스크의 입력 및 가시화에 따른 정교한
인터랙션 구현(그림 2)이 가능하며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키트의 클라우드 업로드 및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툴킷의 구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툴킷은 보드(그림 3) 위에
구성요소(그림 4)를 넣고 연결하여 테스크 플로우를
가시화할 수 있다.

디자이너에 의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창출하고, 이를
키트로서 재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4.2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의 개요
툴킷은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테스크에 따라 다수의 사물인터넷과 AI 스피커의
연결성과 다양한 인터랙션 방식을 구체적 가시화하고,

그림 2 프로토파이의 인터랙션 구성

사용자와 지원업체간의 접점과 테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툴킷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사용자의 테스크 플로우와 사물의 행동을
가시화하는 프로세스 저니맵을 그린 후, 그 안에서
개별적인 기기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 테스크맵를
제작한다. 이와 같이 툴킷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들의 플로우는 키트형태로 제공된다.
디자이너는 제작된 키트를 재활용하여 스마트홈의
복합적인 플로우를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전체 흐름과
세부 테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4.3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 가이드
1] 퍼소나 정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을 분류하여 몇가지 타입의
퍼소나를 정리한다.
2) 시나리오 정리
정리된 퍼소나에 맞는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상황(Context)에 따른 사용자의 테스크를 정리한다.
3) 프로세스 저니맵 제작
정리된 테스크에 따라 사용자 행동(User Actions)에

그림 3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의 보드와 저니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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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에 의한 인터랙션은 PUI, GUI,
VUI 를 컬러를 통해 분리하여 표현하며, 사람과 사물의
관계는 사람의 개입에 의한 통신과 사람의 개입이 없는
사물간의 통신을 분리하여 표현한다. 툴킷의 세부
플로우 단계(그림 5)는 ‘세부 플로우맵’에서 각각의
디바이스를 조작하는 세부 플로우의 테스크 요소이다.
서비스 지원자의 테스크와 사용자의 테스크를
분리하였으며, 사용자의 인터랙션 방식에 따라 물리적
조작, 앱 조작, 음성 조작을 분리하였다. 추가적으로
오류 발생지점을 통해 오류에 따른 대처 방법의
테스크를 입력할 수 있다.

5.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을 위한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 사례적용
5.1 퍼소나 선정
인텔의 발표에 의하면, 2020 년에는 50 대로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커넥티드 디바이스 중 홈 사물인터넷
기기 수는 평균 2-3 대이며, telsyte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1 년에는 14 대의 홈 사물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가시화를 위해 8 대의 홈 사물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며,
직접 기기를 설치하는 등 DIY(do it yourself)방식을
선호하는 가상의 퍼소나를 선정하여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림 4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의 구성요소

5.2 사례 선정
AI 스피커의 사례는 에코 플러스를 선정하였으며,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사례적용 리스트는 표 1 과
같다. 아마존 에코 플러스는 DIY 시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와 연결된다. 또한
VUI 를 고려한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툴킷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홈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사례목록(표 1)은 아마존
사이트 내 스마트홈의 영역에 따라 1 개이상의
디바이스를 선정하였다. 에코 플러스 인공지능
서비스인
알렉사와
높은
호환성과
아마존
사이트에서의 판매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표 1 과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5 테스크 플로우 가시화 툴킷의 세부 플로우 단계

먼저, 상황(Context)에 맞게
제공자(지원업체)의
테스크를

사용자와 서비스
넣고,
조작하는

사물(디바이스)을 넣는다. 그리고 연결선을 통해
테스크와 요소들를 연결하여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가시화하는 ‘프로세스 저니맵’ 이 그려진다. 그 위에
개별적인 디바이스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세부 플로우
테스크 요소(그림 5) 활용하여, 디바이스의 세부적인
테스크를 가시화하는 ‘세부 플로우맵’이 그려진다.

표 1 사물인터넷 기기 사례선정 리스트

툴킷의 구성요소(그림 4)에서 사물요소는 직접조작
도구에 넣을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며, 전방 업무와 후방
업무를 위한 디바이스가 아이콘으로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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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례를 적용한 전체 프로세스 저니맵

5.3 사례 분석
에코 플러스기반의 스마트홈에서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설치 및 연동(페어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사례를 적용하여, ‘IoT 와 AI 스피커 구입 및 설치’
상황과 ‘IoT 와 AI 스피커 연결(페어링)’ 상황을
적용하였다. 툴킷의 보드위에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테스크 플로우에 따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저니맵’을 그림 6 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려진 프로세스
저니맵에서는 전반적인 사용자의 테스크 플로우와
AI 스피커 기반의 스마트홈의 프로세스를 흐름에 따라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의 행동 영역에서
네트워크의 종류(와이파이,지그비, 블루투스)와 센서,
클라우드 등 사물의 세부요소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려진 맵을
바탕으로 툴킷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디바이스의 세부
테스크 플로우를 그림 7,8 와 같이 가시화하였다. ‘세부
플로우맵’은 IoT 디바이스 설치과정과 에코 플러스와
IoT 디바이스의 페어링 과정을 적용하였다.
그림 7 세부 플로우맵 - 설치 및 연결상태 확인

그림 7 은 네스트 온도조절기(Nest Thermostats)의
디바이스 설치, 연결 및 상태확인 테스크에 대한 세부
플로우맵으로 직접조작 도구(사물)의 네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 7 과 같이 화면에 레이어되어 보여진다.
디바이스 설치과정은 서비스 지원업체의 설치기사가
직접 설치하는 테스크와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테스크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네스트를 작동하여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의 원인 및 대처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8 은 IoT 디바이스와 네스트를 연동(페어링)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 플로우맵이다. 페어링과정에서는
GUI 기반의 앱과 VUI 기반의 음성명령 두가지를
활용하여 연동하는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의 테스크를
가시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기사, 고객센터 등
사용자가 설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원업체가 사용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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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을 이용하여 그려진 테스크 플로우맵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망하는 동시에, 디바이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각 디바이스 개별적인 세부 플로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비가시적인 지원업체와
고객센터, 설치 및 수리 기사 등 가시적인 지원업체의
테스크를 적용하여 사용자와 지원업체의 연결점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툴킷을 통해 그려진 플로우를
키트로 재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서비스가 결합된
테스크 플로우를 쉽게 제작하고 타사의 서비스와의
접점과 기회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홈 디바이스의 설치 및
연동과정을 중심으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지만, AI 를
통한 IoT 기기 조작과 원격조작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디자이너들이 제작된 키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례를 적용하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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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낮은 수수료라는 장점을 선두로 내세우며 전문

요약문
실질적 물가상승률에 비교하였을 때 마이너스에 가까운
금리로 인하여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자의 경우 매수나 매도의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로서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식 투자를 통한 재테크에 높은
진입장벽을 느낀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제 투자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식투자 경험 전반에서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현재 증권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이에 대응하여 해소되지 않는 맹점 도출 및
인공지능 디자인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식이나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있다. 그럼에도 주식 분야의 UX 디자인
관점의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한 AI 도입 전략과 관련된
연구의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투자 경험에서
투자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인공지능 주식투자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식 투자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및 주식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 충족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주식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주식투자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현재까지 주식 투자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주가 예측이나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주식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선행 연구는 대다수 컴퓨터

분야의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신뢰성과 유용성을 충족할 수

공학과 경영학, 통계학에서 다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

있는 방향성을 고찰하여 추후 인공지능 기반의 주식 트레이딩

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종목을 추천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 구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주가를 예측하는 연구(송성환 외, 2016), 투자자의 매수 및

제공한다.

매도 시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연구(홍태호 외, 2016)가 대표적이다.

주제어

또한, 근래에는 인공지능과 투자자문 전문가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식투자,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있는데 주식의 기술적 분석 지표와 딥러닝 모형을 결합하여

1. 서 론

코스피 지수를 예측하는 실험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에

저금리 고령화 시대로 인해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응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을 탐구한 연구(이우식, 2017)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등을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로 들 수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그 양이 매우 광대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2.2 금융사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도입

보이지 않는 영향요인이 다수 존재한다[1]. 이로 인해 개인

금융 분야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Finance)과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여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많은

기술(techon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로 변화하고

어려움이 따르며 투자 경험이 없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있다. 따라서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투자에 대한 의사

주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결정 및 실제 트레이딩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투자의사 결정 보완 및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 해외 금융사 중

대리 투자 서비스를 위하여 금융 업계에서 AI(Artificial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활용한 대표적 선두주자로는 미국의

Intelligence) 도입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AI

골드만삭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트레이딩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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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직접적 A.I 의 활용 사례는 아니나, AI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켄쇼’에 투자함으로써, 뉴욕 본사의

3. 연구내용
투자자의 실제 투자를 위한 행동 흐름과 투자과정에서

트레이더 600 명을 2 명으로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였다.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지속 투자를 통해

씨티그룹은 IBM 의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해 신용평가에

자산관리를 하는 투자자 4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미쓰비시도쿄 UFJ 은행은 20 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언어 구사 능력과 인간 감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류 및 분석한 결과, 실 투자자의 사용자 여정 지도를

로봇 ‘나오’를 도입 하였다[3].

도출하였고 각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RA)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가

대중의 자산관리 수요를 낮은 수수료로 만족시킬 수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용자의 니즈와 해소하지 못하는

있다는 장점을 바탕 다수의 금융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서비스를 점차

3.1 심층인터뷰

Back Office(사람 일임) 영역에서 Front Office(RA
일임)영역 으로 확장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 · 일임

투자 경험이 있는 4 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업무 수행과 인력 대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진행하였다. 투자 기간과 종목을 단기적으로 사고,

발표하여 향후 금융계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더욱

파는지 또는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보유하는지에 대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운용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험의 단계,

사례로는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핵심기술인

각 경험 단계에서 느끼는 불편요소에 대해 질문하였다.

‘투자성과 정밀검증 알고리즘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현한

또한, 주식시장에 인공지능이 도입된 사례를 제시하고

삼성증권,

서비스인

이에 대한 의견 또한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ROKI 로보 어드바이저’, 트레이딩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실제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자 여정 지도를 도출할

융합하여 일기예보 개념으로 추천종목 및 매매 타이밍에

수 있었으며, 투자 단계에서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유안타 증권의 ‘tRadar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현대증권, KDB 대우증권,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키움증권의

로보어드바이저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SK, NH 투자증권의 등의
증권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며
점차 HTS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4]. 이처럼 복잡성이
높은 금융환경에서 일반 대중의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인공 지능의 운용 범위
확대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4. 연구결과
4.1 사용자 여정 지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투자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투자 경험에 대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제작하였다.
투자자의 주식투자 단계는 1. 투자 종목 발굴을 위해
관심 종목을 주시하고 이를 통해 2. 종목을 선택하는
투자 결심 이전의 단계, 선택한 종목에 대한 3. 매수
타이밍 고려를 통해 4. 매수를 실행하는 매수 결정 단계,
5. 매수한 종목의 주가 변동과 관련 정보를 주시하는
종목 보유 단계, 6. 매도 타이밍을 고려하여 7. 매도를
그림 1 유안타 증권 tRadar 2.0 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실행하는 매도 결정 단계로 총 7 개의 단계로 나타났다.

HTS(Home trading System)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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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여정 지도

투자자들은 특히 투자 종목 발굴 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느끼며, 매수보다 매도 시점 고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것을 상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유안타 증권의

나타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 ’ tRader 2.0’ 은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상승 섹터’,

융합 서비스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났는데,

‘오늘의 특징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맥락적 정보

이유로 아직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없이 추천되는 정보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투자자의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특성으로인하여참고하는것외의유용성이떨어지며,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신뢰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국내 증권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분석
4.1에서 도출된 사용자 여정 지도를 기반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여정 지도의 7 가지
단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대응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 서비스로써 충족되지 못하는 투자자의

-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를 사는 것이 낫지, 로보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은 신뢰하지 못할 것 같다. (이○○, 28)
- 일단 참고하면서 맞는지 아닌지 보고 향후 신뢰도를

판단하게 될 것 같다. (김○○, 29)

니즈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림 4 유안타 증권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tRader 2.0’의 오늘의 공략주 추천
페이지

4.3.2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의 활용 지표차이
단기투자자가 차트 분석을 중심으로 빠른 판단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 반해 장기투자자는 차트보다는 거시적인 사회 흐름과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림3사용자여정지도를바탕으로한국내증권사의인공지능서비스사례

- 세상은 차트 밖에 있다. 그래서 차트를 잘 보지 않는다. 향후

발전 가능성과 같은 것을 판단할 때 과거 차트나 최근 3년의
매출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28)

분석

4.3 문제점

- 차트나 박스권 안에서 분석하는 쪽과 다르게 장래성을 보는

4.3.1 맥락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현재 국내 증권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부분 투자 종목 발굴 및
추천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종목 선택과 이후 매수, 매도는
투자자 자신의 결정으로 판단하거나 투자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에
일임하는 서비스로 나눠진다. 이는 앞서 4.1 에서 개인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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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인공지능 투자 결과와 자가 투자 결과에 따른 수용도 차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적 정보 제공은 장기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부분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투자를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자문형 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인공지능 일임형 또는
인공지능과 투자전문가의 혼합 일임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본인의판단투자를통해원금의손실을보았을경우와
로보 어드바이저의 관리를 통해 원금 손실을 보았을 경우, 둘 중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심리적인 리스크를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다.

종목의 성장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유용성을 줄 수 있다.
5.2 투자자 의사결정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
대다수 투자자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일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도와
투자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목표가를
투자자 스스로 설정하는 것 외에도 목표가에 도달했을 경우
이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주식투자가 이뤄지는

- 그렇게해서잃으면엄청슬플것같다.내가잃으면,괜찮은데.

차라리 내가 할 걸 할 것이다. (김○○, 29)

7 단계에서 투자자 의사결정 중심의 인공지능의 보조적 활용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투자자의 판단을 보조하기

현재 PB(Private Banking)의 어드바이스를 통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전문가를 통해 분산투자를 하고 있지만 목표가를 본인이
설정하여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보유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위해 산출된 결과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더불어 투자 결과에 대한 심리적 수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주식 분야의 인공지능

-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크에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도입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실투자자의 인터뷰를

있다. 금액을 설정하게 하고, 목표 금액에 도달했는지 명확히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 (이○○, 41)

바탕으로 현재 운용되는 서비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한, 4명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 인공지능을 통한 주식 투자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이전의 연구로 도출된 전략을 검증하지

추천을받더라도일임하는것은시기상조이며,판단은본인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임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UI 를 구현하여 투자자에게 사용성을 검증받는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전략의 실제적인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차후
프로토타입 구현과 이를 통한 사용성 평가가 뒷받침된다면 본

5. 투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전략

연구가 보다 높은 타당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2 문제점을바탕으로도출한인공지능도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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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일반 개발자가 공개된 API (The Alexa Skills Kit)를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에 관한

이용해 개발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예시로, Abra(Alexa 와 스무고개를 하는 게임),

관심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주로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로 여겨지지만,

Earplay(드라마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게임), The
Magic Door(판타지 모험 게임)와 같은 음성 기반

사용자에게 감성적 측면에서의 만족을 제공할 가능성

게임들이 사용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18].

또한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 방식은 음성이나 텍스트 같은 언어적 요소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다양한 가능성이 조명되는 한편,

국한되어있어 풍부한 정보/컨텐츠를 전달에 어려움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인터랙션 방식이 필연적으로

있고, 현실감을 재현하고 높은 몰임감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지는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음성이나 텍스트만으로는 완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

인텔리전트

오해나

에이전트의

감성적

측면의

사용성을

잘못된

이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극대화하고자 열을 매개체로 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방법을 제시한다. 열은 일반적인 촉각 매체와 다르게

것이다[9,10]. 이러한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위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속성, 비방해적이고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통한 감성

자연스러운 속성 및 현실감을 증대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촉각 피드백 매체로서

경험 증진 측면에서의 탐색은 여전히 부족하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열 피드백의

에이전트와의 열을 매개체로 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텔리전트

효과 및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제안한다. 열은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에서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촉각 피드백과 다른 특성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열
피드백이 음성 정보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가진 햅틱 매체로서 HCI 분야에서 가능성을 주목받고

주었고, 감성 경험을 증진해 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있다[10–12,15]. 특히 열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속성[6,17], 비방해적이고

주제어

자연스러운

열 피드백,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멀티모달 인터랙션

속성[5,14],

현실감을

증대하는

속성[11,12]을 통해 감성적 측면에서의 활용성이 더욱

1. 서 론

기대 되는 바이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등과 같은 인텔리전트

본 연구에서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 시,

에이전트에 관한 관심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일정 관리, 스마트 홈 제어, 업무

열 피드백이 가지는 정보 전달 효과와 감성적인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2. 관련 연구

사용자에게 높은 편익을 제공한다.

2.1 열의 내재적 속성에 관한 연구

실용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사용자에게 감성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Amazon Alexa 의 경우,

열은 다른 촉각 피드백과 차별화된 속성을 가진다. 먼저,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태스크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보다 감성적인 차원의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열 혹은 따뜻함은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 IJzerman 과 Semin 은 따뜻한 온도와의

시사한다. 사용자는 Alexa 의 Adventure 기능을 통해

접촉이 타인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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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6],
Wilson 외 2 명의 연구자는 따뜻함은 존재(presenc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의
멀티모달 인터랙션에서 시도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성(activity)

차가움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열이라는 촉각 피드백을

부재(absence) 및 낮은 질(poor-quality)을 보편적으로
의미한다는 사실을 밝혔다[16]. 두 번째로 열은

이용하여, 해당 인터랙션의 실용적인 효과와 감성적인

및

높은

질(quality)을,

효과를 복합적으로 탐색해보았다.

즉각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다른 촉각 매체와

3. 연구 방법 및 분석

다르게 연속적이고 모호한 성질은 가진다. Lee 와 Lim 은
열 피드백이 사용자에게 단순히 차갑고 뜨거운

열을 매개체로 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멀티모달
인터랙션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도구로 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것(Binary)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스펙트럼(Multiple degree)으로 인지되고, 상황적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를 형성할 수 있음을 밝히며
감수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세 가지 인터랙션 상황에서 열
피드백이 가지는 효과 및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

3.1 실험 도구

2.2 열을 매개체로 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연구
열 피드백은 멀티모달 인터랙션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 및 표현의
측면에서 Hiya-Atsu Media[10] 연구는 텍스로만
전달이 어려운 뉘앙스나 맥락 정보를 열을 통해 표현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Tewell 외 2 명의 연구자는 열이
텍스트와 함께 제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강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13].
또한 ThermoVR[11]과 Ambiotherm[12] 연구는 열이

그림 1 실험을 위해 제작된 프로토타입: (a) 블루투스
스피커에 착용 되기 전 모습, (b) 블루투스 스피커에 착용 된
후의 모습

VR 환경에서 이용되어 가상 환경의 현실감을 증진하고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열 피드백이 다른 감각의
채널과 연계됨으로써 정보 전달이나 컨텐츠 제공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
2.3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의 멀티모달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
Nagao 와 Takeuchi 는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에
의사소통의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에이전트의
표정을 시뮬레이션하는 표정 디스플레이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9]. 반면에 QuickSet[2,3]
은 graphical user interfaces (GUIs) 기반의 인터랙션의
적용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음성과 제스쳐만을 이용한

그림 2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구성: (a) 외피 레이어, (b) 발열
레이어, (c) 온도 센서, (d) 접착포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통해 에이전트가 더 효과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음성 기반 인터랙션 상황에서 온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음성이나 텍스트 이외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용해
기존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가지는

피드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토타입(그림 1a)과 블루투스 스피커(그림 1b)를

인터랙션

이용하였다.

한계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 개선 효과에만 집중해, 해당 인터랙션이

프로토타입은 발열 레이어와(그림 2a), 최종적으로
유저가 접촉하는 외피 레이어로 구성되어있다(그림 2b).

감성적

외피 레이어는 실리콘 재료로 제작하였고, 사용자가

상황에서

몰입감을

유도하거나

현실감을

느끼는 실시간 온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면 근처에 온도

증진하는 측면에서의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센서를 부착하였다(그림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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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터랙션 시나리오

발열 레이어는 새로운 발열 소재인 수호원적외선
열선(SUHO Far-Infrared Heating Wire)을 이용하여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의 열 피드백이 정보/컨텐츠
전달에 가지는 효과와 감성적 경험을 제공 상황에서

제작하였다. 해당 열선은 전력 소모가 적고(5V, 2A),
얇고 가늘어(1mm) 두 손으로 감싸 쥘 수 있는 넓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열을 내는 데 적합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몰입도 및 흥미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간 발열 속도가 높아 만졌을 시 발열 여부를 초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 인터랙션 상황에 이용하기 용이하였으며,
소재의 유연성이 높아 곡면에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22~23

인터랙션 상황을 설정하였다.
 정보 전달 상황–날씨 정보 제공

도 환경 온도에서 발열레이어가

세계 도시의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프로토타입의 온도는 24 도였고,

선정하였다. 참가자가 음성으로만 정보를 전달하였을
때와 열 피드백과 음성 정보를 함께 전달하였을 때를

발열 시 온도가 42 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 도시(아프리카 니제르,
37 도)에 대해서 음성으로 먼저 알려주고, 같은 도시에
대해 열 피드백과 음성정보를 함께 전달하였다.
 감성 경험 상황 1–음악 감상
잔잔한 음악과(유키구라모토의 Meditation), 열정적인
음악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선정하여 참가자가 각
음악을 열 피드백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음악은 30 초 동안 플레이하였으며
잔잔한 음악에는 33 도의 온도를, 열정적인 음악에서는
36 도의 온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감성 경험 상황 2–게임 플레이
음성 기반의 온도 게임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캠프파이어를 찾는다는 설정하에 세 번의
갈림길에서 더 따뜻함이 느껴지는 방향을 맞추면
목표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임 상황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먼저, 게임 방법에 대한 음성 설명을 듣고

그림 3 프로토타입 원격 제어를 위한 컨트롤 패널: (a) 실시간
온도 표시, (b) 설정된 목표 온도 표시, (c) 온도 설정 패널,
(d) 발열 상태 표시

제시된 두 가지 온도 피드백을 비교한 후 더 따뜻한 쪽의
방향을 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했다.
3.3 실험 방법.

프로토타입의 온도 피드백을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아두이노(Arduino)와

프로세싱(Processing)을

개발된 프로토타입이 부착된 블루투스 스피커가 본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컨트롤
패널에서 실시간 온도 값을 확인할 수 있고(그림 3a),

실험에 이용되었다(그림 1b). TTS(Test to Speech)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녹음 된 여성의 음성이 블루투스

원하는 온도 값을 설정할 수 있다(그림 3c). 목표 온도

스피커를

값(그림 3b)이 정해지면, 온도 센서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온도 값과 목표 온도 값을 비교하여

에이전트의 음성 인터랙션을 재현하였다. 피험자가 볼
수 없는 공간에서 Wizard of Oz 방식으로 음성

발열레이어의

인터랙션과 온도 피드백을 제어하였다.

발열

상태(그림

3d)가

자동으로

설정되었다.

통해

재생되는

방식으로

인텔리전트

제어 가능한 온도 범위는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만 23~30 세 사이의 대학원생 참가자 9 명(여성 5 명,
남성 4 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에게

않으며 피부에 안전한 온도 범위로 설정하였다[7]. 실험

스피커를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각

시 사람이 온도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3 도의 온도 차를

인터랙션 상황을 경험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험은 2223 도의 환경 온도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에게 각

두고[5] 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인터랙션 상황을 경험하고 난 직후에 관련 항목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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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모든 인터랙션 상황이 끝난

집중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열 피드백이 기억을

후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떠올리는 게임 같이 서정적인 게임에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과, 녹취된 사후 인터뷰를 텍스트로

4.4 감성적인 맥락을 형성

데이터화 한 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방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전반적인 열 피드백 경험에 대해 참가자들은 감성적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보였다.

4. 결과

시각적인 피드백이 없이 소리와 촉각에 집중하다 보니

4.1 직관적이고 현실감 있는 날씨 정보 제공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었다고 말하며, “명상하거나

참가자들은 열 피드백이 있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과거에 대해 회상하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감성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디지털 방식의 햅틱
피드백은 빠른 속도로 느껴지는 자극의 변화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열 피드백은 느리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들었다”라고 표현했다.

날씨 정보를 더 현실감 있거나 직관적으로 느꼈다. 한
참가자는 “단순히 소리로 몇 도라고 들었을 때는 정보가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열감이 있을때 구름이 한 점
없이 뜨거운 37 도라는 날씨 상황이 와닿게
느껴졌다.”라고 말하며 해당 정보를 열 피드백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5. 논의

4.2 음악이 전달하는 감성경험을 다양화

정보 전달과 감성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열 피드백

대부분의 참가자가 열 피드백이 있을 때 음악 감상시
감정을 더 강한 정도로 느꼈다.- “잔잔한 음악을 들을

효과를 평가해본 결과, 열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

때는 열이 더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주었고, 열정적인
음악을 들을 때는 감정을 더 자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몇몇 참가자는 잔잔한 음악에 대하여 온도

한정된 상황의 시나리오만을 평가하였기에, 결과를

인터랙션 시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감성 경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각 측면에서
보편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피드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곡의 전반적인 무드를

열 피드백을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 인터랙션 상황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다-“온도 피드백 없이 잔잔한

더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도 제어에 대한

음악을 들을 때에는 음악에서 슬픔을 느꼈지만, 온도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는 휴식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개선이 필요하다. 실험에 이용된 프로토타입은 시간이
지나면서 축열이 되어, 다시 낮은 온도를 구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추후 프로토타입 개발 시 냉각

두 곡을 감상할 때의 온도 차에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가
그 차이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다수 참가자가

구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실리콘으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이 체온을 가진 사람
피부와 같이 느껴져 대상에 친밀감이 느꼈다는 의견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적당한 따듯한 온도(33 도)가 잔잔한
음악과 잘 어울렸고, 상대적으로 뜨겁게 느껴지는
온도(36 도)는 곡의 열정적인 느낌과 연계되어 좀 더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열

피드백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의 사회적 실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강렬한 기분을 선사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제시된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두 곡 이외에 다른 성격의 음악과는 열 피드백과

6. 결론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4.3 게임 상황에서의 연상 작용 및 몰입 유도

본 연구에서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의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위한 열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열 피드백이

참여자 대부분이 음성 게임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지는 정보 전달 효과와 감성적인 경험에 미치는

온도를 이용해 물체를 찾는 게임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고 표현했다. 캠프파이어라는 온도와 관련된

영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세 가지 인터랙션 상황을 두고 실험을

게임 주제가 열 피드백과 매우 잘 어울려 몰입감을 느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열 피드백이 음성 정보를 현실감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상황을 묘사하는 소리에 더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감성 경험을 증진해 줄

따뜻함이 느껴져 실제로 캠프파이어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게임에 몰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모닥불이 근처에 있으면 훈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이 연상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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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으로 소비자가 단순히 생산자가 제공하는

요약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관여하게

최근 과거에 비해 증대된 소비자의 역할로, 소비자는

되었으며, 이를 일컬어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

생산자가 제공하는 제품을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새롭게

(consumer)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합성어

프로슈머(prosumer)

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프로슈머는 소비자의 힘과 역할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제품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변화를 일컫는 말로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증대된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였고, 2 차에 걸쳐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산하거나 생산자가 제공하는 제품을 자신의 취향에

1 차 검증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 수가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를

충분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에서

일컬어 창의(creative)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

유의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즉, 크리슈머(Creasumer)라고 하였다.[2]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표본 수를 확보하여 2 차 검증 과정을 거쳤고, 높은

크리슈머는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수준에서 신뢰도가 유의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실현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제품을

가이드라인 검증 과정 후,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제품

기본적인 사용방식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발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형하여

가이드라인 툴 킷(Toolkit)을 디자인하였다. 가이드라인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창의성을

발현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툴 킷은 총 3 장으로 구성하였고, 1 장은 가이드라인 북의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도 현대 흐름에 맞추어

개요, 2 장은 가이드라인 카드, 3 장은 가이드라인 카드에

소비자의 창의성을 자극하여 다양한 사용 방식을

활용된 예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용자가

유도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용하기 쉽게 제작하였고,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크리슈머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에

대한

기준이

주제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리슈머를 위한

Creative Consumer, Design Toolkit, Design Guideline,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

Creasumer, 창의 소비자

효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3],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툴 킷을 개발하였다.

1. 서 론
2. 크리슈머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 방식이 사회 구조를
결정했다면, 과잉 생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소비

크리슈머(creasumer)는

방식이 사회구조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1]

창의(Creative)와

소비자

(consumer)의 합성어로 산업사회의 양 축인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소비자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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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면서 나타난 신조어이다. 생산자가 제공하는

4. 가이드라인 적용 연구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이나 필요한

4.1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 개발 과정

용도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첫 번째

말한다. [2]

전략의 단계, 두 번째 디자인의 단계, 세번째 생산의 단계,

크리슈머의 특징은 첫 째, 모든 유형의 제품으로
작업한다.

구형

제품부터

단순하고

기능이

네번째 유통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제품은

없는

유통단계에서

제품까지도 사용한다. 둘 째, 크리슈머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만,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은 유통 단계 이후에 소비자에

일반적인 것이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개인적인

의해 새롭게 탄생되는 제 2 의 제품 개발 과정을 거치게

관심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셋 째, 자신의 혁신을

된다.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다. 크리슈머가 다른
소비자 또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 제품을 개작하거나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을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수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활동을

활용하여, 소비자에 의한 2 차 제품 개발 과정을

하는 행위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4]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3. 가이드라인 검증
3.1 검증 목표 및 방법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그림 1 크리슈머 제품 개발 과정

1 차 검증 과정을 진행한 후 분석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째로, 가이드라인 검증을 위한 표본이 충분하지

4.2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연구

않았고, 둘 째로, 실험 참가자에게 검증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셋

초기 가이드라인의 실체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째로,

[그림 2]와 같이 체크리스트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제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용

따라서,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상된 제품을 평가하거나

실험 참가자에게 제품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이드라인을 검증하는 과정의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 차 검증 과정을

아니며, 또한, 46 개의 가이드라인 문항을 모두 점검하여

진행하였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차 가이드라인 검증 과정은,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
4 개를 선정하여 실험참가자에게 제품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하였고, 20 명의 실험 참가자가 4 개 제품의
설명서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7 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3.2 검증 결과 분석
4 개 제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된 가이드라인을
SPSS 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뢰도에서 Cronbach 의 알파
값이 .8 이상으로 모든 제품에서 가이드라인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2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따라서 최종 가이드라인은 [표 1]과 같이 46 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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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3]과 같이 다른 기업들의 디자인 방법론
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사례를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툴 킷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5 가이드라인 툴 킷 1 장
2 장에서는 [그림 6]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카드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제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그림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4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4.3 가이드라인 툴 킷 디자인

첫 번째, 제품 컨셉 개발 카테고리는 제품이 소비자가

기업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가이드라인 툴 킷을 디자인하였다. 제품을 개발하는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46 개 문항의 가이드라인 카드를

두 번째, 제품 개발 카테고리는 소비자가 제품을

활용하여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과정과

파악하여 디자인 과정에서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그림 4]과 같이 3 장으로 구성하였다.

의해

창출되는

다른

사용성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세 번째, 제품 사용 환경 카테고리는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품을 변형하는 과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네 번째, 시장 가능성 카테고리는 소비자에 의한
변형과정에서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고, 완성도는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림 4 가이드라인 툴 킷 구성도
1 장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크리슈머에 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북의 개요를 책자 형식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6 가이드라인 툴 킷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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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은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된

가이드라인 툴 킷을 통해 개발된 크리슈머 제품 개발을

사례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위한 가이드라인을 디자이너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자세히 서술하여 [그림 7]과 같이 책자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카드를 활용하여 크리슈머를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툴킷의 실체적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여 향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툴
킷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6.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5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그림 7 가이드라인 툴 킷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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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품 컨셉 개발
a.제품 컨셉의 리소스 b.제품 컨셉의 차별성 c.사용자의 자기 효능감

a

b

c

1
2
3
4
5
6
7
8
9
10
11

새로운 경험을 주어야 한다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용자가 원형(재료 또는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다양한 컨셉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이 변형 가능하다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의 변형 결과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한다
제품 완성 후 추가적인 외관 장식이 가능해야 한다
변형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제품과 비교하여 심미적 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조립이나 변형에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미활동을 대체 할 수 있어야 한다.
B 제품 개발
a.재료 활용성 b.사용성

a

b

사용자에게 익숙한 원형(재료 또는 부품)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형(재료 또는 부품) 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원형(재료 또는 부품)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다른 형태의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서로 다른 원형(재료 또는 부품)들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후 남겨진 원형(재료 또는 부품)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제품의 원형(재료 또는 부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주변의 재활용품과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비용을 최소화 한다
외관을 위한 노력/비용을 최소화 한다
사용하고 난 제품의 불편한 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제품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제품과의 결합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C 제품 사용환경
a. 쉬운 접근성 b. 시간 활용의 용이성 c. 작업 환경의 유연성 d. 작업 과정의 유연성 e. 제품 정보 습득의 용이성

a

b

c

d
e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설명 또는 교육이 없어도 제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구조가 직관적이거나 익숙해야 한다
사용자의 제품 변형 과정 중 일부를 대신 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
사용자가 제품을 변형하기 쉬워야 한다
사용자가 제품의 변형 정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변형 과정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품의 부분을 따로 변형하거나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뒤처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품을 변형하기 위한 도구의 종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품을 변형할 때, 소규모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다른 사용자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완성 후에도 재분해, 재결합, 수정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시제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해야 한다
제품의 구조/사용/변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거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사용/변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메뉴얼이 있어야 한다
제품의 재료인 재활용품의 원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D 시장 가능성

a

43
44
45
46

사용자에게 최저 비용으로 최고 퀄리티를 제공해야 한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제작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야 한다
제작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시장성이 높아야 한다

표 1 최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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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기반 1 인가구−스마트 디바이스의 인터랙션 연구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 and Smart Device
Based on the Context
장미
Mi Chang

나건
Ken Nah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Hongik Univ. IDAS

Hongik Univ. IDAS

jangmi0827@gmail.com

knahidas@gmail.com

중 2030 세대는 2015 년 기준 34.2% 를 차지 하면서

요약문

가 많은 구성비를 차지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 인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는
현대사회의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현상 중

1 인가구의 소비트렌드 또한 다인가구와는 다소

하나이다. 특히 2030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거리가 먼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1 인가구만의 특징과

디지털언어와

생활패턴이

스마트

디바이스등을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그에

따라

소비패턴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간의 효율성이 좋은

사용하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 인가구가 처한

1

상황에 대한 분석과 1 인가구와 제품간의 인터랙션에

인가구만의

컨텍스트적

분석을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인
Contextual Design 을 통하여 1 인가구, 특히

인터랙션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컨텍스트 의존적이며

2030 세대의 여러 상황속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모든

인터랙션

컨텍스트를

유용하다(Moggridge, 2006). 이처럼 1 인가구와

컨텍스트의

스마트

속

포괄적인

분석하고자한다.

제반환경인

그리고

이러한

제품은

디바이스간의

관계해석을 통하여 1 인가구와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생활패턴을

효과적인

제품과의

인터랙션을

위한

디자인의

방향성을

존재하는

다각도로
인터랙션을

시간과

맥락상에서만

인터랙션

안에서

그들의

분석하고

실제로

그들이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효과적이고 필수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제시하고자 한다.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이에

1 인가구, 컨텍스트, 스마트 디바이스, 인터랙션,

본

연구의

목적은

1

인가구와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때에 컨텍스트

Contextual design

분석을 통해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국내의 관련
기업,

1. 서 론

연구자들,

기관에게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혼자 사는 사람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 중

관련 연구의 첫 번째로는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 대한

1 인가구의 비율이 50% 가 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다.

연구가 있다. Contextual Design 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 깊이있는 조사를 사용하는

통계청이 제시한 2014~2016 년 기준 국내 1 인가구의

사용자

비율은 27.8%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6).

중심의

설계프로세스를

말하고

있다

(Holtzblatt, 2015).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 및 제시하고

불과 20 년전에는 12.7% 에 불과하던 1 인가구의

데이터로부터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2035 년에는 35% 에

아이디어를

유도하며

특정

제품솔루션을 설계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고객과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 인가구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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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구를 위한 스마트디바이스의 디자인부족을 문제

이용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작업 구조를

제기하고 그 대처방안으로 1 인가구의 컨텍스트적

알아내는 방법이다.

접근 및 분석을 통하여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리서치를 진행하기 전, 제품 사용시 사용자 행동모델

위 연구의 시사점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및 행동 정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Donald Norman

두 번째는 목표가 유사한 연구로, 모바일폰 사용

(2002) 의 7 단계 행위 모형을 통하여 인터뷰 목적을

영역과 상황 기반의 컨텍스트 정의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재설계하고, Holtzblatt & Beyer 의 Contextual

(조윤진 & 이은종, 2007) 모바일폰 사용시 사용자에게

Design 프로세스의 한 부분인 네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Context, Partnership, Interpretation, Focus) 인터뷰

강조하고, 컨텍스트의 정의를 통해 패턴을 구조화

내용을

하였다. 사용자 행태로부터 컨텍스트를 추출하여 각

디바이스에 대한 인식, 행태, 감정, 경험을 중심으로

task 들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두 연구들은 상당히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는 사용자에 대한 정적적인

설계하였다.

리서치는

컨텍스트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으며, 이로부터

사용자의

또한

1

인가구의

주거공간

혹은

질문에 맞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설명을 하면,

세 번째는 방법이 유사한, 맥락적 사용자 조사 기반의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스마트홈 서비스에 관한 연구(강은혜 & 박남춘, 2013)

사용자는 20 대에서 30 대까지 남자 4 명, 여자 6 명으로

이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총 10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는 대략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안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60 분~90 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동시에 녹음기와

그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맥락적 사용자 조사를

카메라로 인터뷰 내용과 현장을 기록하였다. 인터뷰

진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은 유사하지만, 본

세부 질문항목은 아래 표 1 과 같다.

연구의 시스템은 사용자와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인터랙션 안에서 컨텍스트를 도출하여 컨텍스트간

표 1. 인터뷰 질문 항목

관계를 분석하여 1 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인터뷰 질문항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은 유사하지만
목표는 명확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집 소개 및 혼자 살게 된 이유

배경
(Background)

3. 연구방법
3.1 사용자 리서치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용자 리서치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사용자 리서치 프로세스

사용자 리서치는 2017 년 8 월 1 일 부터 31 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거주 공간 및 작업 공간에서 Contextual
Inquiry 를 진행하였다.

소유한 스마트 디바이스
평소 일과 소개 (주중/주말)

스마트 디바이스의

실질적인 소비형태, 활동

인식

제품을 구입한 경로

(Cognition)

제품 선택시 중요사항

스마트 디바이스의

하루동안 사용행태

행태

집안에서 사용행태

(Behavior)

집밖에서 사용행태

스마트 디바이스의

가장 인상깊은 제품

경험
(Experience)

제품을 통한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스마트 디바이스의

제품 추가 구매 의향

감정

제품을 통해 얻고 싶은 효과

(Emotion)

스마트 디바이스의 의미

4. 연구 분석 및 결과

3.2 Contextual Inquiry
Inquiry

작업공간을

방문하여 정해진 인터뷰지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며

영감을 받아 컨텍스트에 한층 더 깊게 주목하게 되었다.

Contextual

스마트

는

Contextual Inquiry 를 통해 녹음된 인터뷰내용과
관찰이나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각 10 명의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인터뷰처럼

스크립트를

몰입적이고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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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의 영향에 따른 Flow Model 을 제안하는

최종적으로 1 인가구(사용자)와 스마트 디바이스

것으로 컨텍스트의 범위를 Situational Context 로

사이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Contextual Task 들의

제한하여 연관성과 유사성에 따라 재분류 하였다.

관계를 Contextual Design 에서 제시한 Consolidated

인터뷰 내용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Affinity Diagram

Flow

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재정립하였다(Holtzblatt, 2015).

Model

을

기반으로

분석

및

그림 3 Consolidated Flow Model
그림 2 Affinity Diagram 분석 모습

Affinity Diagram 결과, 총 10 개의 Contextual

위 그림 3 과 같이 Consolidated Flow Model 로

Task 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2 와 같이 각 항목별

사용자와

중요도순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인터뷰시 언급된 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운팅 하였다. 이와 관련, 높은 빈도의 Contextual
Task

로

‘취미

생활

서포터’(16

건),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컨텍스트를

첫째, 사용자 주변에는 지인, 가족, 취미생활이

‘컨텐츠

존재하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물리적인 공간의

딜리버리’(9 건), ‘지인네트워크’(8 건), ‘효율적인

한계를 벗어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시간사용’(7 건) 등이 도출되었다.

물리적인 공간은 사적인 침해를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지인 혹은 취미생활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한층더 심도 깊은 방향으로

표 2.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Contextual Task

나아가려는 현상이 보여진다.

No.

Contextual Task

언급수

1

자신과 타인과의 균형

6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경험 혹은 자신만의 다양한

2

지인 네트워크

8

컨텐츠의 접근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

3

라이프 스타일 맞춤화

4

복잡한 절차 혹은 설치 비용에 부정적인 반응이

4

가족주의적 개인화

4

5

취미 생활 서포터

16

6

온라인/오프라인 안전성

3

7

새로운 경험 (긍정/부정)

6

8

컨텐츠 딜리버리

9

9

효율적인 시간사용

7

10

간편한 절차

6

둘째, 스마트 디바이스의 효율적이고 간편한 절차를

쉽게 접하고 다루는 성향이 보여졌지만 이를 위해
보여졌다.

효율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험이 기대치보다 못 미칠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개인적인 정보 관리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이

보여졌는데

이는

온라인의

불안전성이

오프라인의 불안전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으로 여겨졌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가 오픈 될 경우 불안도가
남성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보여졌다.

- 79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5. 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본 연구에서는 1 인가구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Holtzblatt, K., Beyer, H. Contextual Design:

인터랙션을 통하여 발생하는 인식, 행태, 감정,

Evolved.

경험으로부터 Contextual Task 들을 추출하고, 각

Williston. USA. 2015.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organ

&

Claypool

Publishers.

Martin, B., Hanington, B. Universal Methods of

Contextual Inquiry 를 통해 각 사용자 별 Use

Design: 100 Ways to Research Complex Problems,

Case 중에서 Context 에 영향을 받는 Task 를

Develop Innovative Ideas, and Design Effective

추출하여 총 10 개의 Contextual Task 를 도출하였다.

Solutions. 1st Ed. Rockport. Beverly. USA. 2012.

특히 Context 를 보다 세분화 하고 서로 관계적인

Moggridge, Bill. Designing Interactions. 1st Ed. MIT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Consolidated Flow

Press. USA.

Model 을 활용하였다.

Norman, Donald.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분석 결과 1 인가구가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시 첫째로,

Basicbooks. Newyork. USA. 2013.

물리적인 공간을 보장 받고자 하였으며, 둘째로는

Saffer, Dan. Designing for Interaction: Creating

효율성과 간편성을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Innovative Applications and Devices. 2nd Ed. New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Riders. Berkeley. USA.

이전의 관련 연구는 특정 사용자를 위한 맥락적 연구

강은나,이민홍,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보다는 사용자 전반에 걸친 넓은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4호. 제4호. 2016.

진행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모호한 결과를 얻기가
디바이스와

강은혜, 박남춘. 맥락적 사용자 조사 기반의 스마트홈

1 인가구라는 특정 제품의 사용, 특정 사용자의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디지털디자인학연구논문지.

컨텍스트를 Contextual Inquiry 를 통하여 데이터를

제14권. 제1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3.

쉬웠다.

반면에

수집하고,

본

연구는

Situational

스마트

Context

를

중심으로

나건. 리서치발전소. 컬쳐코드. 서울. 한국. 2012.

Consolidated Flow Model 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건, 조성주, 이경아. 디자인인간공학101. 컬쳐코드.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한

Consolidated

Flow

Model

서울. 한국. 2017.

은

조윤진, 이은종. ESR Model(Extend, Synchronize,

1 인가구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디자인할 때

Replace) : 상황적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폰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특히

태스크 모델. 디자인학연구논문지. 제21권. 제4호.

실제 상황에서 사용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한국디자인학회지. 2008.

다각도로 평가 할 수 있는 가이드로 유용하게 사용될

최인경, 이지현. 스마트폰 기반 사용자 상황인지를

수 있다.

통한 애플리케이션 추천 UX모델 연구 –상황인지에

다만 현재까지 본 연구는 표본 수가 부족하고,

있어

컨텍스트 요소의 초기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Socially

aware

computing을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제25권. 제3호. 2013.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향후

하봉채.

표본 수의 확장 및 다양성을 추가하여 외적 타당도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2016년 9월 7일.

내적 타당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며, 기존의 초기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 연구와 확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1 인가구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 80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스마트 홈 서비스의 에러 UX 디자인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amework about UX Design for Error Handling of Smart
Home Service
남연지
Yeon Ji Nam

이지현
Ji Hyun Lee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namyonji@naver.com

Seoul Women’s University
jihyunlee@swu.ac.kr

요약문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홈을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가 다수

중심으로 에러 상황들을 분류하고 기존 가전제품과의
에러 상황을 비교하여 스마트 홈에서의 에러 상황들을

출시되어 스마트 홈 시장이 중요 영역으로 확장되고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있고 현재 우리에게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의 다양한 에러 상황들이 발생하고

2. 사물인터넷(IoT) 디자인의 이해

있어 오히려 사용성의 복잡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2.1 사물인터넷(IoT)의 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서비스 문제 해결 가이드에서 나타난 에러 상황들과

사물인터넷(IoT)이란 디바이스 간 인터넷 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을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두어 에러 상황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에 근거한 비교
분석을 통해 스마트 홈 에러 상황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에러 UX 디자인을 위한 컨셉 모델

네트워크”라고 사물인터넷(IoT)을 정의하였다.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의 구성

개발에서의 기반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요소 간 센싱, 네트워킹, 정보 교환 및 처리 등이 상호

주제어

협력적이고 지능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mart Home, IoT, Error, User Experience Design

2.2 사물인터넷(IoT)의 서비스 분야

1. 서 론

Machina Research(2013)의 사물인터넷(IoT) 분야별
서비스 시장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2017 년 기준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물인터넷(IoT)은 상황

리테일, 공공안전 및 도시 보안, 소비자 및 거주지

판단이나 학습능력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디바이스 간 네트워크를 인터넷과 같은
거대한 망에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지닌

향후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일반 소프트웨어와

확대가 예상된다.

비교했을 때 기능적인 면과 문제상황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물인터넷(IoT)은 기술 주도 시장이지만
영국에서 5 개 메이저 Connected Heating 디바이스 및
서비스 사용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수의 사용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복잡한

스케줄

설정,

에러

방지

부족,

아이콘/라벨링 및 정보 아키텍처, 시스템 상태 식별의
어려움, 명확한 피드백 부족, 비주얼 디자인 및
인터랙션 메타포 상에서의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서 어떠한 유형들의
에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유형 별 정리는 되어 있지

그림 1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

않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정확히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측면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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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물인터넷(IoT)의 UX 디자인 고려 사항

참고하여 제품군을 총 7 가지로 분류하고 분야별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비스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다.
표 1. 스마트 홈 서비스 제품군 별 대표 사례

제품군
LED Bulbs

Plugs,
Switches

Thermostats
그림 2 사물인터넷(IoT)에서의 UX 디자인 고려사항

Doorlocks

현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
확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림 2(Designing Connected Products, O’reilly,

서비스 명
Philips Hue White
C by GE Starter Pack
Belkin Wemo Insight Switch
Lutron Caseta In-Wall Wireless
Smart Lighting Kit
Ecobee4
Nest Learning Thermostat
August Smart Lock, HomeKit
Kwikset Kevo Bluetooth Deadbolt
SkyBell™ HD Wi-Fi Enabled Video

Doorbells

2015)는 사물인터넷(IoT)에서 통합된 사고를 필요로

Doorbell
Ring Video Doorbell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비스 유형과 기능의 복잡성에
따라 디자인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물인터넷(IoT)에서의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은 UI
및 인터랙션 외에 인터유저빌리티, 개념 모델, 생산성과
플랫폼 디자인, 산업 디자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3. 스마트 홈 서비스 선정
3.1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사례

Leak
Detectors

Fibaro Flood Sensor

Security
Cameras

Nest Cam Indoor

Aeon Labs Aeotec Water Sensor

Amazon Cloud Cam

4. 스마트 홈 서비스에서의 에러 상황 분류

선정 배경

4.1 대표 사이트에서의 문제 해결 가이드 (FAQ)

NIA 의 2020 년 분야별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서비스 별 대표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에러 상황들이 문제 해결 가이드(FAQ)에

전망에 의하면 생활가전 분야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생활 가전이 활발히 쓰이고 있는 스마트 홈 서비스를

게시되어 있다. 선정 제품군의 14 개 대표 사이트에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에러 상황들을 분류한 결과 크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나뉘었고 그에 따른

사례로 선정하였다.
3.2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대표
사례 선정

구체적인 에러 상황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IoT Analytics 에서 사물인터넷(IoT) 본사의 수가 가장

표 2. 에러 유형 분류 – 디바이스

많은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15 도시를 선정한
결과, 1 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이며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325 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2 위는

분류

영국 런던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업의 수가 96 개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 홈
서비스가 다양한 에러 상황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상황
배선할 전원이 없음

전원

전원이 켜지지 않음
전원 선이 감지 되지 않음

판단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스마트 홈
배터리

서비스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Cnet 에서
2017 년 상위 스마트 홈 디바이스들을 평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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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감지 된 센서가 다수

네트워크 서비스 내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센서가 작동하지 않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페이스북은 개인 정책 보호 상의 문제로

터치 제어판이 켜지지 않고 응답하지

트위터보다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않음

본 저자는 트위터를 검색 도구를 선정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트위터 상단에 배치 된

제품의 고장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입력하고 유닛 명령을

작동기 파손

통하여 날짜 범위를 선택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표 3. 에러 유형 분류 – 소프트웨어

분류

상황
그림 3 트위터에서의 고급 검색 도구

명령을 활성화 했을 때 지정 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다음은 트위터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검색 키워드에
관한 표이다. 구문과 해시태그는 사물인터넷(IoT)

등록된 계정 정보가 사라짐
애플리케이션

펌웨어
/업데이트

상에서 쓰일 수 있는 부정적 단어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다중 사용자가 컨트롤하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설정하였고 해시태그는 단일 또는 2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트위터 사용자 계정 선별 기준은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상태가

사물인터넷(IoT)의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대표

동일하지 않음
노후 된 하드웨어로 업데이트를

사용자를 선정하여 총 팔로워 수가 9 천명 이상인
사용자들을 추가로 선별하여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지원하지 않음

표 5. 검색 쿼리를 설정

여러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동시

구문

해시 태그

계정

“IoT Fail”

#IoT

@The

“Error code”

#Fail

“Smart Home
Trouble”

#IoT Down

업데이트를 진행
버그
연결
(제품)
연결
(네트워크)

버그에 노출되어 해킹 문제 발생
페어링 연결이 되지 않음
기기 추가/연결의 실패
연결이 중단되거나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됨

…

 네트워크

#제품명

Things
@Internet
shit

of

@ IoT OPINES
…

그림 2 는 트위터 고급 검색 도구에서 #Wemo, #Fail 를
혼합하여 검색한 예시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로는 #ux 라는 추가적 해시태그를 발견할 수

표 4. 에러 유형 분류 – 네트워크

네트워크 범위에서 벗어남

있었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지만 연결이
간헐적
와이파이

#IoT Clash

Worst

사용자가

업데이트의

진행

상태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공유기와의 무선 연결 실패
모델 연결 시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그림 4 트위터에서의 Belkin Wemo 에러 상황 예시

불가능

트위터의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에러 유형을 조사한
결과 크게 디바이스, 사용자, 사용자 지침, 사용자
컨텍스트로 분류되었다. 또한 부정적 키워드를

4.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키워드 분석 연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은

혼합하여 검색한 결과 선정한 제품군과 관련된 에러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셜

상황들은 335 개가 추출되었고 문제 해결 가이드에

- 83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게시되어 있는 에러와는 다르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5. 스마트 홈 서비스에서의 에러 특징 분석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유형들이 다수였다. 대표적인
에러들을 그룹화한 내용들은 아래 표와 같다.

문제 해결 가이드에서는 대부분 물리적 조작이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상에서의 일반적인
이슈와 관련된 에러 유형을 다루고 있었다. 반면 소셜

표 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에러 유형

분류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에러 관련 키워드를

상황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컨텍스트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예기치 않은 자동화 설정
디바이스

사용자

상태 표시의 부재

에러 상황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가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에러 특징들을 비교하여

업데이트 이후 항목 재 설정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 가이드에서의 에러 유형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부족

문제의 원인에 집중했기 때문에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에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기능과 관련된 정보 습득 부족

트위터에서는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오 조작(어린이)

때문에 에러들이 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에러 상황 발생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미숙한 설정(숙련도가 낮은 사용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함
작동 상태/방법 망각

6. 사물인터넷(IoT)에서의 에러 상황과 기존 가전
제품의 에러 상황 비교

사용자

지침대로 진행했지만 실패 함

그림 5 는 사물인터넷(Io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지침

업그레이드 된 지침서가 없음

상황을 정리한 다이어그램이다. 문제 해결 가이드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에러 상황 리서치 결과를

서비스가 지원하지 않은 국가에 거주
사용자
컨텍스트

사물인터넷(IoT)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적인 에러로

홈킷(Homekit)에 연결 가능한 허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

정의했다. 추가로 기존 가전제품에서의 에러 상황들과
다이어그램을 통해 비교했을 때 사물인터넷(IoT)이기

일시적인 사이트 다운으로 기능 미 작동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에러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 가전제품에서는 대표적인 기능이나 소리,
내부 조명 등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상황들이 있었다.

그림 5 사물인터넷(IoT)에서의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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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가전제품의 에러 상황들은 장치와 관련된

참고 문헌

문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물인터넷(IoT)의 기본적인
에러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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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챗봇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디자인과 차별화된 디자인
방법을 고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메신저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뛰어난 사용성, 편리성을 앞세워 챗봇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플랫폼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챗봇은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인터랙션을 하며,
기존의 웹이나 앱과 달리 복잡한 방식의 테스크
플로우가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 챗봇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챗봇의 차별화된 디바인 프로세스를
정리하였다. 특히 테스크 플로우를 가시화하는 대화형
맵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챗봇의 기획 및 디자인을
위한 사용 지침서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5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안한다.

2. 챗봇의 개념
2.1 챗봇의 정의
챗봇은 ‘챗팅로봇’의 줄임말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은 사람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내며, 대화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만들어 놓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2.2 챗봇의 플랫폼
현재 기존 메신저 기반의 기업들이 챗봇 플랫폼과
API 를 공개하며 챗봇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챗봇의 주요업체와 플랫폼의 내용을 표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챗봇의 주요 업체는 Statista 의
2016 년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의 이용자수가 많은
국내외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챗봇 기술에 두각을
나타내는 8 개의 업체를 선정하였다.

주제어
챗봇,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바일 메신저,
인터랙션, 사용자 경험

1. 서 론
1.1 연구배경

표 1. 챗봇의 주요 업체와 플랫폼

최근 메신저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뛰어난 사용성, 편리성을 앞세워 챗봇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메신저 기반 인공지능 챗봇
시장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플랫폼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챗봇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적시에

업체

찾아주는 등 기업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웹/앱 인터페이스와
달리,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복잡한 방식의 테스크 플로우가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 챗봇을 기획 및 디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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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주요 내용 요약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메신저 플랫폼 기반 개인 맞춤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업사와 계약체결

텐센트

위챗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전환을
통해 메시지 기반의 서비스 제공

킥

봇샵

의류업체 등이 참여한 ‘봇샵(Bot
Shop)’을 통해 서비스제공

구글

알로

구글 어시스턴트의 인공지능 챗봇
기술 적용된 메신저 플랫폼 오픈

네이버

라인

챗봇 도입 및 챗봇 기반의
‘스마트폰 콜센터’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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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파크

톡집사

슬랙

슬랙 메신저

챗팅방에서 대화를 하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서칭하는 등 챗팅창에 챗봇이 결합되는 형태로 쓰이며
챗봇의 적합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헬스케어 분야는
챗봇을 통해 사용자를 관리해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며, 챗봇에 적합한 분야로 분석되었다.

플러스 친구를 통해 기업과
사용자를 메신저로 이어주는
O2O 중심의 비즈니스 챗봇 제공
고객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챗봇 제공
구글 드라이브 등 외부 앱과의
통합성과 API 중심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생태계 확장 중

기존 사례분석을 통해 챗봇은 다양한 산업층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앱서비스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챗봇에 적합한 영역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분석된내용을 기반으로 챗봇의
적합도를 3 단계로 정리하여 표 2 의 적합도를
작성하였다. 챗봇의 적합도는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지속적인
활용도와
앱서비스와

2.3 챗봇의 분야별 특성과 적합도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업체의 챗봇을 직접 사용하여,
현재 챗봇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중심으로
6 가지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커머스는 인터파크의
‘톡집사’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서비스)을
찾아서 업체 구매까지 연결해주는 챗봇의 분야이며,
헬스케어는 자체 앱서비스인 ‘Lark’앱과 같이 사용자의
건강상태(운동량,
수면량
등)를
대화형식으로
입력하면서 관리해주는 분야이다. 엔터테인먼트는
페이스북메신저의 ‘MojiHunt’나 ‘Songlink’와 같이
대화형식으로 게임이나 음악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야이며, 어시스턴트는 슬랙의 ‘To-do bot’이나
‘Findo’와 같이 챗봇을 통해 필요한 파일 찾기,
체크리스트, 일정관리를 해주는 분야이다. 구체적인
정보는 페이스북메신저의 ‘The Score’이나 ‘Poncho’와
같이 스포츠, 날씨, 뉴스 등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효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지속적인 활용도란, 대화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단발적인 대화에서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2. 챗봇의 분야와 적합도
제공 정보
상품 판매 O2O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챗봇 서비스는
주로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담 업체와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다.

숙박 관련 예약
의료
운동 관리
게임
음악

챗봇은 주로 커머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시스턴트 분야의 챗봇도 증가되고 있다.

법률 관련 정보
데이트 및 소개

커머스의 경우,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상품정보를 보면서 비교하는 커머스 서비스의
특성상 웹이나 앱에 비해 대화형 UI 의 시각화 방식에
의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정보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뉴스, 금융, 날씨 등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대화가 중단되어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지속적인 활용도가 낮은편이다.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인한 한계점이 많으며, 커뮤니케이션
분야 또한 챗봇이 사용자 간의 매칭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챗봇의 적합도가 가장 낮은

활용 분야 카테고리

챗봇
적합도

커머스

보통

헬스 케어

높음

엔터테인먼트

낮음

커뮤니케이션

낮음

어시스턴트

높음

구체적 정보

보통

업무 보조
데이터 관리
IoT 기기 관리
스케쥴 관리
뉴스
금융 관리(은행)
스포츠
날씨

3. 챗봇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3.1 챗봇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분야이다. 어시스턴트 분야는 챗봇의 데이터, 스케쥴 등
다양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역할하고 있으며, 팀워크를 위한 다수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onversational user interface)
는 모바일 단말이나 개인용 컴퓨터(PC)가 사용자의
생체, 언어, 몸짓을 이해하여 사용자의 언어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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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동작하는 지능형(intelligent)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말한다. 여기서 챗봇의 인터페이스는 텍스트 중심의
챗팅을 기반으로한 인터페이스에 국한되며, 제공되는
챗팅 플랫폼에 따라 시각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챗봇의 디자인 프로세스(그림 1)는 시장조사, 영역탐구,
타겟설정, 컨셉구체화, 제작, 검증 및 보완 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컨셉 구체화 및 제작(디자인 및
개발)하면서,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인해 챗봇
롤플레잉, 퍼스널리티 설정, 대화형맵(Dialog Map) 등
기존과 차별화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고안하였다.

3.2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 핵심요소 도출
앞선 6 가지 분야의 챗봇 사례조사와 사용자들의
기존의 챗팅 메신저의 행태조사를 통해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4.2 챗봇의 차별화 프로세스
앞선 분야별 적합도 및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한 결과,
헬스케어 분야의 다이어트를 위한 챗봇을 제작하였다.
사용자의 칼로리를 관리해 주는 챗봇은 먹은 음식을
쉽고 빠르게 입력하여 목표 칼로리 관리 및 코칭해주는
챗봇이다. 컨셉 설정 후 그에 따른 컨셉 구체화 및 제작

첫번째는 ‘자연어 인터랙션’으로 기존의 앱과 달리
자연어를 이용하여 수평적 아키텍처의 사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챗봇이 가진 자연어를 이용한
대화형 인터랙션을 가치있게 활용 가능한 영역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별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선정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집중적 정보제공’으로서,
사용단계가 복잡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분야보다는 특정부분에 집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 세번째는 ‘챗봇에 적합한
영역’이다. 챗봇은 메신저 형태로 인해 사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아직은
낯선
대화형

1) 챗봇 롤플레잉
챗봇의 스크립트(대화내용) 제작을 위해 컨셉과 유사한
앱(Fat Secret)을 함께 써보며 동시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롤플레잉을 하여 가상 챗봇을 사용하는 과정을

인터페이스의 사용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 선정이 필요하다.

거쳤다. 이를 통해 앱과 차별화된 챗봇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챗봇의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특히 여기서 앱에서 발견된 번거로운
식사입력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치 포인트를
발견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얻는 과정과 챗봇의 문구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앱과 달리 대화형 유아이로 인해
뒤로가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상황에 대한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그에 대한

이러한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자연어를 이용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사용이 지속될 수 있는 영역
발굴과 단순 검색 및 정보 제공 이상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챗봇을 중심으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였다.

4.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4.1 챗봇의 디자인 프로세스

솔루션으로 카드, 리스트형 UI 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출하였다. 챗봇 롤플레잉 과정을 거쳐 컨셉을 위해
필요한 챗봇의 스크립트 내용을 사용자의 입력상황에
따라 나누어 엑셀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챗봇의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챗봇에 가장 적합한
헬스케어 분야의 칼로리 관리 및 코칭 챗봇을 페이스북
메신저기반의 챗봇 ‘그램봇’을 개발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챗봇의 디자인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하였다.
그림 1. 챗봇의 디자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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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맵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플로우를 보여줄 수
방법로써 3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연어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버튼 등의 요소를
입력하여 여러가지 트리거를 고려한 다양한 사용자의
입력행태를 가시화할 수 있다. 두번째로 챗봇의
구성요소인
인텐트(Intents)와
엔티티(Entities)를
고려한 트리거 양식을 통해 트리거를 구성하는 여러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오류없이 복적 다이얼로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텐트란 사용자의 발화에
대한 목적을 의미하며, 엔티티란 목적에 따라 챗봇이
사용자의 발화내용을 인식하는데 있어 필요한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뒤로가기 버튼이 없는
챗봇의 특성상 노드의 전환을 위해 ‘완료하기’와 같은
버튼을 마련하여 프로세스가 꼬이지 않고, 사용자가
제대로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2. 챗봇 롤플레잉 예시

2) 챗봇 퍼스널리티
챗봇의 인격을 부여하여 사용자와의 유대감을 높히고
통일성을 주기 위해 퍼스널리티 요소(표 3)를 기반으로
컨셉을 위한 챗봇 캐릭터를 설정하였다. 1 차적으로
챗봇의 캐릭터의 목적과 성격을 지배적 요소, 부수적
요소로 나누어 설정한다. 2 차적으로 설정된 캐릭터의
외적, 내적 요소를 결정하고 챗봇의 대화내용에
적용한다. 챗봇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로 설정하였으며, 체계적인 컨셉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로봇의 캐릭터와 일관된 말투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챗봇의 퍼스널리티 설정을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인격체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받는다.

그림 3. 대화형 맵의 단일 테스크

표 3. 챗봇의 퍼스널리티 요소
단계
1차

요소

내용

지배적 요소

캐릭터의 목적

부수적 요소

캐릭터의 성격

외적 요소

외형적 캐릭터의
모습

내적 요소

캐릭터의 어휘, 말투,
버릇

2차

그림 4. 대화형 맵의 인텐트와 엔티티가 포함된 단일 테스크

3) 대화형 맵 (Dialog Map)
기존에 앱과 같은 테스크 플로우 방식은 트리거, 인텐트,
엔티티 등의 챗봇의 설계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며,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한 복잡한
방식의 테스크 플로우가 형성된다. 이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테스크 플로우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챗봇의 플랫폼과 대화형 UI 에 최적화된
대화형맵(Dialg Map)을 통해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와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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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을

디자인

및

개발하기

위해

앞서

정리된

스크립트와 퍼스널리티를 기반으로 그림 5 와 같이
대화형맵을 적용하였다. 핵심적인 메뉴 단계를
기반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구성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필요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버튼과 리스트
요소를 활용하여 아이콘 및 구성요소를 디자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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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널리티
챗봇의 퍼스널리티을 설정하여 사용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준다. 먼저 챗봇의 퍼스널리티
설정을 위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고 챗봇에 적용하여
대화의 톤앤매너를 설정하고 유지한다.
3) 오류 대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먼저 발생한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오류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의 올바르지 않은
행태의 답변을 반복할 경우, 더 구체적인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4) 인터랙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빠른답신과
자연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표 4 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빠른답신은 버튼과 같은 플랫폼의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넌센스류의 잡담을 통해
사용자를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표 4. 자연어와 빠른답신 특징

그림 5. 대화형 맵이 적용된 챗봇의 테스크 플로우

디자이너는 제작된 대화형맵을 통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며 챗봇 개발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실제 챗봇의
디자인 및 개발과정에서 대화형 맵을 활용하여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챗봇
개발과정에서 개발자는 챗봇의 개발 프로그램의
요소가 적용된 대화형맵을 통해 디자이너가 의도한
전반적인 테스크 플로우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화형맵을 보면서 쉽게 챗봇을 개발할 수 있었다.

5. 챗봇의 가이드라인

자연어

빠른답신

목적

특정 목적달성

빠른 선택

요소

사용자 의도기반

예측된 내용기반

방식

사용자의 자유로운
발화방식

제한된 선택지

장점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접근 용이

특정 단계 내 선택 용이

효과

유연한 대화

신속한 대화

5) 보완

본 논문은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 챗봇을 위한
디자인 원칙을 분석하였으며, 챗봇 디자인에 필요한
지침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안한다.
가이드는 5 가지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해당

응답로그를 통해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챗봇을
발전시킨다. 다양한 사용자의 발화 방식을 통해
다이얼로그를 개선하며, 응답로그를 통해 사용자의
기대와 실패지점을 분석하고,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챕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1) 사용자 교육

6. 결론

사용자는 챗봇과 대화하는 방법을 먼저 인지해야 하며,
현재의 대화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화를 하면서 챗봇이 기대하는 사용자의 응답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용자가 대답할 때 챗봇이 이해한
사용자의 의도를 되풀이 함으로써 챗봇의 이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챗봇의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기존과 다른 디자인 프로세스를
대체하고, 효과적인 챗봇의 디자인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특히
복잡한 테스크 플로우와 챗봇의 구성요소를 고려한
대화형맵을 제안하여, 디자이너가 보다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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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테스크 플로우를 가시화할 뿐아니라,
개발자와의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수 있다. 그리고 챗봇의 기획 및 디자인을 위한
사용 지침서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이드를 체크하여 챗봇의 체계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문제 발생지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용자의 오류지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연구과제로 개발된 챗봇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가이드에 맞게 분석 및 보완을 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된 챗봇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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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약문

감성과 사용자가 수용하는 감성의 지각 차이는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과 사용자가 수용하는 감성의 지각 차이는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존재한다. 이러한 지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시각 디자인의 경우 디자이너와 사용자 간의 감성

원인이 되는 디자인 구성 요소와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각 차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지만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의 연구는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유무형의 접점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점에서 발생하는 청각 경험을 디자인 하는 사운드

본 논문에서는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사운드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사운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디자인 분야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감성 지각 차이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청각 경험으로 제공되는 사운드는 다양한 사운드 구성
요소들을 통해 그 감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운드의 구성요소가 사용자에게

1.2 연구 방법

전달하는 감성을 심리학에서 제시된 브룬스윅의
렌즈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사운드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은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감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사운드

이는 사용자에게 감성을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운드 구성 요소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된 사운드의 검증 및 개선에도

구성요소들의 특징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과거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사운드의 구성 요소를 음고(pitch),

연구들이 있었다.
음량(loudness), 음색(timbre), 지속성(duration),

주제어

화성(harmony),
리듬의
불규칙성(rhythmic
irregularity) 등의 음향 구성 요소로 분류 하였으며,

1. 서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감성 어휘를 각각의 축으로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하는 다차원 감성 공간 안에서 이동 시켜 통계를
이용한 수치화된 데이터의 결과를 얻어 그 특징을

오늘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유무형의

정형화 하려는 공통점을 갖는다[4][5].

접점에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접점에서 사용자들이 접하게 되는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들 중 일부는 디자이너들만
알 수 있는 음향 용어이며, 사운드의 지식이 없는 일반

다양한 경험들은 사용자의 오감을 통해 전달된다.

사용자들은 명확하게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으며,

그 중 청각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실제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성 증진과 기업의

사운드를 듣고 사용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3-4
개의 감성 어휘로 대표 한다는 것 또한 연구의 범위를

이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운드를 디자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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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감성의 지각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Ye)이 완벽하게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 연구 프레임워크인

사용자들에게 전달(Ys)되지는 않을 것이다.

렌즈모델(lens model)을 사용하였다(그림 1).

디자이너들은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사운드
구성요소들을(X1, X2…) 사용하지만 이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실험 구성
본 실험은 인터뷰(interview)와 조사(survey)를 통한
혼합 방법
사용하였다.

접근법(mix-methods

approach)을

첫 번째로, 실험에 사용될 사운드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사운드는 국내 사운드 디자인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으며, 가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는 기업의 사운드 로고(sound logo)로 결정하였다.

그림 1. 브런스윅의 렌즈모델

이 가상 기업은 ‘단순한(simple)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을 제조하는 진보적인(advancement) 기업’으로

(출처 : How a Design Executive Officer Can Craft an
Organizational Culture, Design Management Journal,
2016)

정의하고,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운드 로고 제작을 의뢰하였다.
두

렌즈 모델은 1950 년대에 브런스윅(Brunswik,
1952)에 의해서 개발되어 인간의 의사 결정의 한

사운드

적합하다고 답한 21 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사운드
구성요소를 듣고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어떠한
감성을 전달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렌즈 모델은 “사람들은 어떻게 타인의 인간성을 그
사람의
사무실을
통해
예측하는가?(Gosling,
Ko,Mannarelli, and Morris, 2002)”, “사람들은
성적

사용된

참여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작된 사운드 로고를 듣고
브랜드 이미지와 적합한지를 알아 보았으며, 이 중

수 있어, 주로 사회학 분야 에 많이 적용 되어져
왔다[6].

행동에서

사운드에

작업에

세 번째로 25 명의 대학생(남 8, 여 17)을 대상으로

결정 정책과 다루고자 하는 환경과의 관계성을 유추할

사람의

디자인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이 전달하기를 바라는
감성, 즉 브랜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범용적
혹은 정량적인 모델과는 달리 렌즈모델은 인간의 의사

다른

실제

디자이너들에게

모델로써 사용되어져 왔다[1].

어떻게

번째로

1.4 실험 결과 및 분석

취향을

예측하는가?(Gill, Reichman, and Tassinary,
2007)” 등 인간의 예측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디자이너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자이너는 실험에

방법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7 개의 사운드 구성요소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사용될 하나의 사운드 로고를 디자인함에 있어 4 개의

최근에는 “다양한

배경을 갖는 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의
컨셉을 평가하는 방법 (Petersen and Joo, 2012)”
과 같이 디자인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표 1. 사운드 디자이너의 인터뷰 결과

본 실험은 렌즈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운드 디자이너가 사운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Ye)은 다양한 사운드 구성요소들(X1, X2, …)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전달(Ys)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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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

1

Melody

Simplicity

2

Chord1

Advancement

3

Chord2

Sim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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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ne1

Advancement

5

Tone2

Simplicity

6

Tone3

Advancement

7

Rhythm

Advancement

또한, 21 명의 조사 결과를 렌즈 모델에 적용해 보면
그림 2. 와 같은 결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림 2. 는

그림 3. Sound components cue for ‘Simplicity’

동일한 사운드의 전달에 있어서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감성 지각 차이를 보여준다. 디자이너는 사운드 로고
안에서 ‘simplicity’ 란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cue 를
43%, ‘advancement’를 전달하기 위한 cue 를 57%
사용하여 사운드를 디자인 하였지만, 이를 수용하는
사용자는
‘simplicity’의
감성을
38%,
‘advancement’에 해당하는 감성을 68%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Sound components cue for ‘Advancement’

그림 4. 는 ‘advancement’라는 감성에 대한 실험
결과이며,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와 사용자 간의 감성
지각에 영향을 주는 사운드 구성요소들의 비율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디자이너는 사운드의 tone 을 중심으로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chord 와 tone 에서
비슷한 비율로 감성을 전달받았으며, 디자이너가 전혀

그림 2. Sound Image Cue

의도하지 않은 melody 에서도 감성을 전달 받은 것을
이러한 결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운드가 의도한

알 수 있다.

감성을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잘 전달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운드 구성요소들이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성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를

2. 결론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험 결과,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와

그림 3. 은 ‘simplicity’라는 감성이 디자이너가 의도한
사운드 구성요소들을 통해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

사용자간의 감성 지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사운드 디자인에서 이러한 지각 차이는 각 사운드
구성 요소 별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디자이너는 감성 전달을 위해
melody, chord, tone 의 3 가지 구성요소를 33%씩
동일하게 cue 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는

각각의 사운드 구성요소들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감성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melody, chord, tone, rhythm 의 4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29%, 19%, 48%, 3% 정도의 해당되는
감성을 전달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여러 개의 사운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성에 대한 실험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렌즈모델을 사용한 실험 방법은
사용자에게 감성을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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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운드 구성 요소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사운드 로고 등 특정 이미지를
전달하는 사운드의 검증 및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감성의 지각에 주된 영향을 주는
사운드 구성 요소들의 발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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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ject of persuasion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persuasion.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how to motivate
users

to

change

their

exercise

habits

is

Who should be the persuader, however, has been
controversial. Self-persuasion proclaims that the

a

fundamental issue. We focused on who will give
the health information to users: Ego(oneself) or

most effective way to convince oneself is by one’s
own [6]. On the other hand, social influence
explains that one can be influenced and change

Alter(the other). We made a mobile healthcare
system applying this concept. In Ego condition,
user’s avatar gave feedback; in Alter condition,

attitude or behavior by other people [8]. Fogg
demonstrates computers as persuasive social actors
by providing social cues such as psychological cues

another did. Participants used prototype for three
days, and we examined the change in attitude
toward exercise and actual behavior. As a result,

that convey emotions or social dynamics like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tention to exercise

cooperation [8].

between the two groups. Alter condition, however,
showed higher increase in the number of steps than

most suitable persuading entity in mobile fitness

In this study, our research goal is discovering the

Ego con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domain. For this we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wo persuasion strategies: oneself (Ego) and other

receiving feedback from others is more effective for
behavioral change.

(Alter) on users’ motivation to exercise and actual
behavior change. Specifically, we supposed that the
persuasion would bring attitudinal (e.g. intention

Keyword
Healthcare;

Persuasive

Technology;

Behavior

to exercise) and behavioral changes (e.g. step

Change; Feedback System

count) regarding fitness. We considered that the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 would take some

1. Introduction

time. Therefore, we developed a prototype and

Digital healthcare is in the world limelight. More

conducted a 3-day experiment.

than 100,000 mobile health applications and a
variety of wearable devices tracking users’ activity

2. Related Works

are on the market (e.g. fitbit, misfit, etc). These

2.1 Persuasive Technology

technologies play their role as a health companion

Persuasive technology broadly refers to technology

which aims to stimulate and motivate users to stay
fit [17].

that is designed to change attitudes or behaviors of
the users through persuasion and social influence
[1][8]. Recently in digital healthcare domain,

Motivating people is the important issue in digital
healthcare because only continuous self-care leads
to fitness. Especially, it is hard to induce people to

persuasive technology has inspired many studies
[11]. Fritz found that persuasive technology also
worked in long term fitness domain. Especially,

change their behavior and maintain the change [17].
Then, what would be the effective strategy for
health companions to motivate people? According

who is the effective persuader is important subject
in persuasive technology. Cialdini [1] found that
greater affiliation toward the subject of persuasion

to persuasive technology proposed by Fogg [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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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s to more persuasive message. One of the big

3. Method, Participants

distinction of subject is Ego and Alter. Selfpersuasion and social influence explains how these

A between-subject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mpare attitudinal and behavioral
between two groups (Ego vs. Alter).

subjects play their role in persuasion.
2.2 Self-persuasion

changes

We recruited participants via online bulletin board.

Persuasion by oneself has been studied in selfpersuasion in psychology especially in motivational

Only participants who
use android-used
smartphones could apply. In total, 12 people (male

area [6]. Self-persuasion is indirect and entails

= 8, female = 4)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placing people in situations where they are
motivated to persuade themselves to change [5]. In

were between the ages of 21 and 33, and the
average was 25.6.

this study, we used avatar to give sense of self.

4. Materials

Users reflect themselves on avatars as they think
their avatars as themselves [13]. Some studies have

We made an application prototype that works on
Android OS. We designed two versions differently:
one was for Group Ego and the other was for

measured the effect of applying avatar in digital
healthcare; we implemented Ego as an avatar in
the application [12]. However there are no research

Group Alter. At the very first stage participants
were demanded to create an entity. Ego version
asked participants to enter their full name. But in

between self-persuasion and social influence in
health domain.

Alter

2.3 Social Influence
Persuasion by others has been studied in social
influence. In direct persuasion, people are
influenced

by

credible

communicators

version,

participants

were

additionally

required to name their character. After that, group
Ego received a message that “The entity you
created is just you in this virtual space.” While

[7].

group Alter got message that “Your companion is
created.”

Regarding this social aspect, the concept of the
other being, character, corresponds to this social

The second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ctor. The notion of alter is a strong motivational

the form of feedback messages. The feedbacks were
ready-made messages. For example in Ego version,

component and persuasive factors. Burger showed
that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a

the entity said “I have to walk [2343] more to meet

request from a confederate they had interacted

daily goal!” and “I walked [5923] steps till now I
can do it!” In Alter version, the entity said “You

with previously – even if the previous interaction
consisted solely of sitting quietly in a room together

have to walk [2343] more or you would not meet

for a short period of time [2]. And there are many

daily goal!” and “You walked [5923] steps till now.
You did a great job!” Those messages were

studies in the area of studies related to gamification
[14].

presented in every three hours. Each text messages
were different and considered time context. For
example, in the morning “Good morning, your

In this paper, we design self-persuasion and
persuasion by others with the concept of Ego and
Alter. Both Ego and Alter are interesting design

daily goal is [9,000] steps. Have a nice day.”

component. Many researchers considered applying
the concept to healthcare services or products--as
it can be an effective motivator for behavioral
change [15].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ly
proved which concept is more powerful in terms of
giving motivation. Thus,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which is more effective and
powerful
construct
application?

regarding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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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next week” (reverse-coded). The items
were averaged for the analysis.
All items were rated on 7-point Likert scales (1 =
“strongly disagree,” 7 = “strongly agree”).

7. RESULT
The result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persuader
in Group Ego (M = 2.5) and Group Alter (M =
1.42, t(10) = 2.375, p < .05)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igure 1. Feedback messages of Ego(Left) and

An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Alter(Right)

with

5. Procedure

variable and intention to exercise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as non-

At first all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download
Google fitness application. Their daily step counts

persuasion

strategy

as

the

independent

significant (p = .307).
An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a pairedsamples t-test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were measured through the application. After four
days of counting, each participant sent their daily
step counts to researcher through screen shot

on behavioral change about exercis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n average step
count before using the prototype (p = .910). The

images. Then,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group. We gave the download link
of prototype to each group. After three days of

average number of steps while using the prototype,

send their daily step counts measured by Google

however,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Therefore, we compared pre and post step

fitness in screenshot images.

counts in two groups independently. The step

6. Measures

counts of Group Ego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change (p = .509). The pre step counts of Ego

As a manipulation check for feedback entities,

condition was 5760, and the post step counts was

participants answered two items (α = .77)
regarding self-extension. The items were adapted

6277. On the other hand, the step count of Group
Alter ha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5). The pre

from Schifferstein & Zwartkruis-Pelgrim [3]: “If I

step counts of Alter condition was 5654, and the

lost this entity, I would feel like I had lost a little bit
of myself”, “If I were describing myself, this entity

post step counts was 9200.

prototype session,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8. Discussion

would likely be something I would mention”. A
higher score on the manipulation check means that
the participant perceives the character as ego. The

Who should be the persuader is an important and

two manipulation check items were averaged to

reas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noteworthy. In
traditional
psychology,
self-persuasion
is

controversial issue in healthcare area. For that

form a manipulation check index.

considered as the most effective persuasion method

Intention to exercise (α = .88) was measured using
four items adapted from Milne [16]: “I intend to

[7]. This research showed, however, it is better to
receive feedback from other being (Alter) in the

exercise in my leisure time over the next 6 months.”,

exercise results. The two notable facts are that

“I intend to partake in at least one 20-minute
session of vigorous exercise (e.g. sport, swimming,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intention to
exercise. Although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erobics, dancing, running or walking briskly)

attitudinal change must precede behavioral change.

during the next week”, “I do not wish to partake in
at least one 20-minute session of vigorous exercis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behavioral
change can occur without attitudi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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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t is

7. McFarland, C. 1984. Self-persuasion and

effective to be informed by other (Alter) than
oneself (Ego). Who gives feedback is highlighted

self-presentation
as
mediators
of
anticipatory attitude change. Journal of

with increasing the number of healthcare devi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and services. These results can be widely used in
many fields of practical and academic area.

529–540.
8. Fogg, B. J. 2002. Persuasive technology:

Still, there are some limitations. Due to the short

using computers to change what we think

duration of the experi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ays of the week is lacking. Also, it is difficult

and do. Ubiquity, 5.

to apply this result directly in long term using

9. Chang, Y. C., Lo, J. L., Huang, C. J., Hsu,

conditions. These can be the main topic for our
future study. Especially, the direction of future

N. Y., Chu, H. H., Wang, H. Y., ... &
Hsieh, Y. L. 2008. Playful toothbrush:
ubicomp technology for teaching tooth

study would be finding distinctive Alter entities

brushing to kindergarten children. In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hierarchy between
user and Alter entity and amount of affiliation
toward Alter entity. We project each Alter entitie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would give different stimulation towar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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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emotions have been recognised as an

Abstract

effective factor for information retrieval, which
refers to activities related to obtaining information

Many scholars understand the limits of current
design
methodologies
and
processes
of
communication

design

research

for

and resources (Yashar, Guido and Joemon, 2011).

effecting

However, few methods hav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such an approach, particularly for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 Some have
explor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user behaviour

communication design, where measuring emotional

adopting human-centred approaches. Based on this

feedback from an audience is difficult. At the same
time, social medi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pproach, the role of emotion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information has been recognised;

developing areas in communication design. It largely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how effective

relies on emotional bonding and interactions among
users. During interactions driven by emotion, users

this method truly is.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adopting emotional concerns
when designing warning pictorials for security

are seldom aware of issues pertaining to the security
of privacy. Thus,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can

awareness. A field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rve as a solution in such instances.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designing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in communication design to

2. Warning Pictorials Design for Social Media
Security Awareness

enhance security awareness. We expect this research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optimising security
awareness in social media from an emotional

‘Social media security’ refers to the process of
protecting databases, systems, and networks on the

perspective.

Internet. It is involved in the protection of privacy

Keywords

and property, and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topic,

Emotion, warning pictorials, communication design,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rise of social media platforms. Currently, social

research process

media

1. Introduction

platforms

are

popular

within

major

populations, due to its success in providing a sense
of belonging. People are able to freely share their

Research methodologies and processes for
communication design have generally adopted

ideas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part of the process
of their daily life; these can take the form of videos,
images, and text, among others. There is, however,

traditional methods. However, similar to other
design disciplines, communication design is
influenced by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a need to remind users to avoid providing sensitive
information as part of these interactions via social
media platforms. However, influenced by an

Scholars understand the limits of current design
methodologies. Some studies have explored the
hidden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 behaviour,

emotional attachment to social media platforms,
users seldom consider the sensitive nature of
information they upload. Only a small number of

and have adopted human-centred approaches to do
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Netherlands,

2010; Steen, 2012). From the findings of these

and the United Kingdom provide guidelines to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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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roviders, urging them to display warning
messages or warning pictorials within the

warning pictorials for social media users, in order to
increase an awareness of the risks linked to social

conversation boxes, once their system senses

media security.

sensitive keywords (as indicated in social media

4. Field experiment for validating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used by social media
platforms

security guidelines).

3. Application of emotion in the design of
warning pictorials

Twenty-one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were

Based on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role of

designed and categorised into three emotional state

emotion in social media, it is observed that social
media creates a sense of bonding among users

groups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Thirty
participants from Hong Kong were invited for the

through the interactions that take place between

validation of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The

them. At the same time, it was found that more than
60% of social media content are visually driven.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Figure 1) are
indicated as follow:

Thus, the design aspects of emotional warning

• Ten participants were graduate students aged

pictorials can serve as appropriate tools for raising
an awareness about security. Warning pictorials are

between 18 and 23.
• Ten working class participants, aged between 24

used to provide knowledge for reducing or

and 29, were invited randomly.

preventing dangerous behaviour. It is also used to
ensure safe online behaviour. Three principles guide

• Ten working class participants, aged between 30
and
36,
were
invited
randomly.

considerations in the design process of warning
pictorial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warning
pictorials have to identify their objective, i.e. they
must be easily understandable, be attractive, and be

Working class between 30
and 36 years old

accepted by the target audience. Second, the
pictorial characteristics must fit the context of users

Graduated students
between 18 and 23
years old

such as age, gender, occupation, and income. Finally,
the location or placement of the warning pictorial

Working class between 24
and 29 years old

has to clearly fit the setting.
Individuals with a positive emotional status are
generally better aware of potential threats or harm
from warning signs than those with a neutral or

Graduated students between 18 and 23 years old

negative emotional status (Jiamsanguanwong and

Working class between 24 and 29 years old

Umemuro, 2014). Farke (2011) found that warning
pictorials on labels that included a positive

Working class between 30 and 36 years old

emotional status also elicited better understanding
from people who noticed them, compared to
pictorials with a neutral or negative emotional status.
Warning pictorials with a negative affect condition

Figure 1. Profile of the Participants

was perceived as indicating the greatest potential
threat comprehension, and were accompanied by a

4.1 Research process

significant arousal response (Wogalter, Laughery,

Participants were asked for their agreement to attend

Mayhorn, 2012).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motion
in warning messages or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the emotional manipulation process and once given,
were asked to observe images from the International

play an important role in human understanding, or

Emotional Picture System (IAPS) (Lang, Bradley,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Thus, the purpose of

Cuthbert, 1997). This was done to adjust
participants’ emotional states, away from their

this research is to design and validate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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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state prior to starting the experiment. The
Self-Assessment Manikin (Morris, 2000) was

5. Conclus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dopting emotional concerns when designing

adopted to evaluate the emotional reac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changes in valence and
arousal) after viewing each of 21 emotional warning

warning pictorials to enhance security awareness.
The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employed in this
research can be implemented as security messages on

pictorials.
4.2 Research result

social media platforms. Thirty participants from
Hong Kong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validation of 21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These

The results show that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were able to evoke a specific emotional state of

pictorials

warning among participants, e.g., positive, neutral,

were

designed

according

to

three

emotional state groups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s that

and negative state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ax, min, mean X,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valence and arousal scores for
each warning pictorial group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were able to evoke
emotional reactions from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target emotional states. There were, however,
limitations to this study in the form of the limited

After Seeing Each of 20
Warning Pictorials
Warning
pictorial
group

n

Score

Max

Min

X

SD

Positive

7

Valence

8.86

2.38

4.0

1.1

Arousal

5.33

4.02

4.9

0.4

Valence

5.53

2.31

3.9

0.9

Arousal

6.15

4.15

5.1

0.5

Valence

4.26

1.72

3.0

0.6

Arousal

7.36

4.72

5.8

0.7

Neutral

Negative

7

7

number of warning pictorials included, the varied
backgrounds of participants (e.g., education level,

Emotional

gender, etc.), and understanding of the warning
messages. Future research will be focused on
comprehension, risk perception, and motivation as
means for raising security awareness as it concerns
interaction via social media, once participants have
observed emotional warning pic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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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 [3]. 사용자 행동의 관점이 콘텐츠 개발 시 우선

본

적으로 반영되어야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논문은

인터랙티브

퍼블릭

투명

디스플레이

(Interactive Public Display)의 양면 활용 시

나타나

있다.

는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해 보았

1.2 연구 목적

다. 퍼블릭 월 디스플레이(Public Wall Display)의 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 방향 퍼블릭 디스플레이에

동에 따른 사용자 역할을 지표로 하여 레고 시리어스

서의 사용자 행동에 따른 역할을 이해하고,

플레이(Lego Serious Play)를 진행하여 사용자 흐름과

양면의 속성이 더해질 때 어떻게 사용자 역할의 변화

상황을 도출하였다.

및 확장을 정의한다. 또한,

관계자 맵 (Stakeholder Maps)

투명과

이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을 그려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에서 도출한 상황을 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자 역할에 맵핑(Mapping)하여 항목화 하였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퍼블릭 상황의 양면 투명 디스플레이의 콘

본 연구는 3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

텐츠 디자인 시,

사용자 행동에 영향에 주는 요소들

단계는 한 방향 퍼블릭 디스플레이의 사용자 행동에

을 파악하여 매체 특징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

관한 선행 연구 고찰로 사용자 역할의 지표를 마련하

달하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돕는 이론적 배경으

였다. 2 단계는 1 단계에서 얻은 지표를 기준으로 4 인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 UX 전문가가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Lego Serious

주제어

Play)를 진행하고 사용자 사용 시나리오를 도출하였

인터랙티브 퍼블릭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양

다. 마지막 3 단계로 2 단계에서 얻은 시나리오를 토

면, 사용자 행동

대로 사용자 중심 연구와 디자인 개발의 토대를 만드

1. 서 론

는 방법론인 관계자 지도 (Stakeholder Maps)로 사용
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정의하여

1.1 연구 배경
인터랙티브

퍼블릭

디스플레이(Interactive

Public

보았다.

Display)는 AR, VR, AI 등을 융합하여 스마트 미디

2. 본문

어로 응용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투명

2.1 선행 연구

디스플레이의 활용에 대한 시도 또한 꾸준히 증가 추

사용자 행동에 따른 사용자 유형
Daniel Michelis 의 ‘The Audience Funnel
Framework’ [4]는 사용자를 행동에 따라 6 가지 유형
으로 정의한다. 퍼블릭 디스플레이는 개인 디스플레
이와 달리 초기 진입 시 인터랙션에 대한 의도가 없
으며 사용자가 콘텐츠로부터 느끼는 ‘Attention’과
‘Curiosity’에 의해 인터랙션이 유발되어 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부여받는데 의도 없이 무관심하게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지나치는 ‘Passing by’ 유형에서 디스플

세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2030 년에는 투명 디스플레
이 시장이 일반 디스플레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
측한다 [1].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여 투명 디스플레
이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되고 있
으나, 여전히 하드웨어와 시스템 개발 연구에 편중되
어 있어 기술 중심적 콘텐츠 실증으로 수렴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러한 기술 중심 콘텐츠 개발은

사용자 주의를 끌

어내기 어려워 사용자 참여까지 연결하지 못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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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Direct Interaction’까지 진행하게 된다.

사용자 행동에 따른 인터랙션 유형의 동기와 영향
Niels Wouter 의 ‘Honeypot’ 모델[5]은 Daniel
Michelis 의 사용자 행동 인터랙션 단계를 발전시킨
연구로 각 사용자 유형이 다음 유형으로 진행되기까
지의 과정과 사용자 간 행동으로 상호 유발되는 동기
와 영향을 개별적 참여자가 다음 역할로 발전하거나
영향권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
다. 기존 연구 대비 참여 정도를 세분화하였다.
‘Audience Member’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콘텐
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콘텐츠를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과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동시에
‘Audience Member’ 끼리 ‘Peer Learning’을 한다.
‘Audience
Member’보다
한
유형
나아간
‘Participant’는 직접적으로 콘텐츠에 참여하나 콘텐
츠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콘텐츠를 평가하고 시도해
보는 정도의 소극적 형태의 태도를 취한다. ‘Actor’는
콘텐츠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는 사용자
로 콘텐츠의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며 상황과 기분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함께 즐기기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사용자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용자 유
형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Dropout’의 계기는
각 사용자 역할 마다 달라진다. 모든 사용자들은 자
신이 속에 있는 역할 범주 또는 타 역할 범주 안에서
영향을 주거나 이동하게 된다.

•

다수 사용자의 양면 인터랙션

•

양면 접근 시 시각 정보 좌우 반전

•

후면 대상과 함께 인지 시 시차, 간섭 발생

•

콘텐츠가 공중에 떠 있는 AR 효과 경험

•

물리적 형태 윤곽의 약화

•

배경 공간과 연속적 동시성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용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2.2 워크샵을 통한 사용자 역할 시나리오 도출
UX 전문가 4 인이 공공장소 내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면 콘텐츠가 설치된 공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상황을 워크숍을 통해 도출하였다. 워크숍 방
법으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Lego Serious Play)를
사용하였고 이 방법론의 핵심 과정인 질문, 구성, 공
유, 반영 4 단계로 진행되었다. 상황의 전제로 인터랙
티브 퍼블릭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형태와 위치
를 독립형 배치로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
방 100m 내로 전경이 되는 벽면이 위치하지 않은
쇼핑몰로 가정하였다. 또한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스
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요소는 제한 두지
않았다.

사용자 영역 대형은 Daniel Michelis 의

‘The Audience Funnel Framework’의 대형을,

발전

연구인 Niels Wouter 의 ‘User Role’의 명칭과 연결하
고 영향과 역할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액팅
을 위한 질문은 투명 디스플레이 양면 활용 시 특징
으로 나타나는 사용자 경험 요소를 근거로 제시하였
다.

표 1 퍼블릭 인터랙션 디스플레이 사용자 역할 선행 연구

그림 1 사용자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

•

배경 공간과 디스플레이 간 연속성에서
발생하는 시각의 심도 차이는 사용자 간

두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사용자 역할을 토대로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면 구조 상황에서도 사용자 인터랙션
이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비교하고 어떠한 요소의 차
이점이 발생하는지 새로운 정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기존 퍼블릭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면 활용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경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6].

역할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은 디스플레이의 투명성과, 양면성에서 나타
나는 특징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수평선 상위, 즉 Z
축 영역으로 반대편 6 가지 유형의 모든 사용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는 것은 상호 행동과 동기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각 유형마다 빠
져나오는 것이 가능한 ‘Dropout’을 제외한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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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반면 심도의 차이로 순차적

표 2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 가지 요인과 8 가지 세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부 항목

•

콘텐츠가 공중에 떠 보이는 AR 효과는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의 배경 공간, 디스플레이
의 연속성과 결합한 시나리오로 참여 동기가 없거나
낮은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 ‘Passerby’ 도 비자발적이나 추가적인 인터랙션이 발생한다.
•

정보 반전성은 기존의 사용자 역할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보 반전성으로 콘텐츠 내 정보 요소를

‘Flipping’

방식으로 돌리는 인터랙션이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되
는데 이러한 인터랙션 방식에서 사용자는 전면, 후면
간의 협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존 투명 디스플
레이 콘텐츠 연구에서 많이 다뤘던 특징이나,
릭

상황으로

왔을

때는

전면과

후면에

퍼블
위치한

‘Participant’, ‘Actor’의 행동에 대한 상호 인지 차에
따라 의도적인 협업과, 비의도적인 협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협업’은 사용자의 맥락에 따라 ‘방해’가 일
어날 수도 있어, ‘협업’과 ‘방해’를 동등하게 바라보았
다.
•

후면 대상 인지에 따른 사용자 간 영향이 발
생하는가?

후면 대상 인지는 첫 번째 질문에서의 후면 영역의
사용자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논의되었다.
이는 직접적 참여자 단계인 ‘Participant’와 ‘Actor’는
전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콘텐츠를 실행하거나, 몰입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위치한 면의 다른
사용자들의 진입이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반면
후면은 참여 동기가 있어 발전 상태의 사용자들의 행
동은 감지할 수 있어 진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2.3 인터랙티브 퍼블릭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면 활용
에 대한 사용자 역할
워크숍을 통해 얻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자 지도
(Stakeholder Maps)를

그림 2 와 같이 그리고 표 2

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
가지 항목과 8 가지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 2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면 활용에서 나타나는 관계자
지도

2.3.1 면에 따른 사용자 위치 생성

Front , Back 영역 사용자
양면의 사용으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대칭축으로 사용
자가 위치한 면에 따라 전면과 후면이 생성되는데
이는 사용자의 주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보가 반전이 된 상태에서 진입을
한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전면이 아닌 후면으로 판
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면 활
용은 사용자의 위치를 전면과 후면으로 기존보다 분
할, 확장한다.
비자발적 참여자
‘Passer-by’, ‘Bystander’, ‘Audience Member’,
‘Dropout’은 선행 연구의 정의에 의하면 인터랙션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아예 떠난 사용자 영역을 말한다.
투명 디스플레이의 속성인 정보의 중첩과 AR 효과에
서 발생하는 정보 증강은 인지 시차는 조금 발생하나
배경을 디스플레이 내 그래픽 요소와 함께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매체 특징으로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사용자들은
자발적이지 않
으나 참여에서 발생하는 정보 증강은 배경을 디스플
레이 내 그래픽 요소와 함께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사용자들은 자발적이지 않으나 참여자가 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 이들은 콘텐츠의 일부가 되어 그래
픽 구성요소, 또는 인터랙션 타겟이 된다.
2.3.2 인터랙션 유형과 범위
간접 인터랙션 참여자
비자발적 참여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자발적 참여자가
인터랙션 영역 안에 들어 가게 되는데 이는 자발적인
상호 작용이 아니므로 간접 인터랙션으로 정의한다.
직접 인터랙션 참여자
간접
인터랙션
참여자가
생기면서
기존의
‘Participant’ 또는 ‘Actor’는 직접 인터랙션을 하는
참여자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자발적 참여자
가 생기면서 기존에 ‘Participant’와 ‘Actor’만 콘텐츠
와 인터랙션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용자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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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또는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된다. 전

되면서 콘텐츠에 머무는 참여자의 시간은 더 늘어 날

사용자의 인터랙션 참여에 대한 의의가 있다.

것으로 예측된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협업(방해)
인터랙션 영역이 모든 영역으로 확장 됨으로써 간접
참여자들은 의도가 담긴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인터랙션을 하는 체험자들에게 배경과
콘텐츠의 중첩, 양안 시차의 발생 등을 활용한 미션
에 비의도적으로 협업을 하게 된다. 이는 반대로 방
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직접 인터랙션 영역에
있는 전면 후면의 사용자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협
업(방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체험을 위해 터치
를 하는 순간 상대편을 돕거나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
나 정보가 뒤집어져 바른 정보를 제공(박탈) 하거나,
목표를 달성(실패)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
한 협업(방해)에 대한 의도, 비의도성을 활용한다면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3 예측과 영향의 확장

3. 결론

정면에 위치한 모든 자발적 참여자의 진입 및 행동
예측
투명성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확장으로 사용자
시각의 심도가 깊어지면서 사용자 정면에 위치하게
되는 참여의 의지가 있는 모든 자발적 참여자의 행동
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이 진입을 위
해 준비하는 모습 체험을 위해 하는 행동 등을 관찰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일 면에 위치하여 서로의
등이나 옆모습을 보게 되는 사용자보다 건너편에 위
치하여 마주 보고 서 있는 반대편 사용자에 대한 예
측이 더 크다.
‘Dropout’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영향
기존의 ‘Dropout’은 타 사용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험에서 빠져나와 참여를 제공하
거나 기대를 유발하였다. 같은 위치의 ‘Dropout’ 에
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양면이 발생하면서 상대편의
‘Dropout’ 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면의
‘Dropout’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직접 참여자는 콘
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한다.
2.3.4 유형 내 이동 확대와 참여의 연장
대형 이동과 참여 연장 기존의 사용자들은 역할을 상
위 또는 ‘Dropout’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양면을

본 연구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양면으로 공공장소에서
인터랙션 콘텐츠로써 사용할 경우 사용자 행동 유형
이 한 방향 디스플레이 상황 보다 확장되며, 투명성
과 양면성에서 발생하는 인터랙션이 전 영역으로 확
장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확장된 사용자 행동
유형은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어, 다
면에서 사용자 인터렉션이 발생하는 3 차원 디스플레
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 추후 연구로 매체 특성에 따른 사용자 역할 확대
요인에서 발견한 요인들을 적용한 콘텐츠를 본 연구
에서 배제되었던 시스템 요소들과 결합하여 적용해
보고 top-down 으로 정의한 사용자 역할을 정량적으
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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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내외 자연재난 관련 서비스

자연재난 발생시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 구조로

사례 분석을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사용자의 재난 정보 습득까지의 많은 시간이 소요

자연재난 발생시 정보의 확장성을 위해 정부 주도가

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전달체계에서

아닌 사용자 개인에 맞추어진 정보 습득과 공유

정확한 정보전달 가이드라인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과정에 대한 인터랙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없어 자연 재난 발생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각 과정에서의 사용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상황에서의 사용자 행동에

행동에 따른 인지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따른 인터랙션 유형 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4 단계에

통해

서의 사용자 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인터랙션을

통한

정보

전달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주제어

2. 이론적 배경

재난(disaster), 자연재난(natural disaster), 인터랙션

2.1 자연 재난에 대한 이해와 관리

(interaction),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재난은

대비

3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안보위기,

1. 서 론

자연재해로 인한 자연재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 기반 체계 마비로 인한 사회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난으로 총 3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연 재난은

2016 년 9 월 경주 지진, 2017 년 11 월 포항 지진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총 15 가지

인해 많은 시민들은 자연 재난에 대한 위험을

로 태풍, 호우, 강풍.풍랑, 한파, 황사, 해일, 가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기존에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낙뢰, 대설, 폭염, 지진, 화산

발생하던 미세먼지, 폭염, 가뭄 등의 사전 측정이

폭발, 홍수, 지진해일이 있다.[1]

가능한 자연재난이 아닌 지진 등의 사전 측정 불가의

2.2 재난 관리 4 단계

자연재난 발생으로 자연재난 안전 국가라는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 재난

있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살펴본 결과 재난 정보를

관리법)과 이재은(2004), 윤선희, 김유진, 김규용,

분류 화 한 것에 불과한 단계이며 실질적으로 자연

나건(2015)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재난관리 4 단계를

재난 발생시의 긴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직접

발견하였으며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예방 단계, 위기

찾아 인지하며 사용하기에는많은 어려움이 있다.[1]

상황 대응을 위한 대비 단계, 신속 대처를 위한 대응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단계, 재발 방지 및 위기관리를 위한 복구 단계가

4 과정에 따른 정보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2, 3]

있는 서비스, 자연재난 교육과 대피 상황 시 사용자

표 1 재난관리 4 단계

행동에 따른 인터랙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방 전략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스크리서치를 통해 재난의
종류와

범위,

이해관계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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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예방 대책

경보 체계

보호 .구호,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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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구축,

응급 복구,

긴급 지원,

디자인영역이다.[6] 정소영(2009)에 따르면 인터랙션

재난 피해

대응 계획

피해 복구

재발 방지

감소 방안

수립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 가치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 연결로 사용편의성과

마련,
위기 요인

위기 상황

신속 대처를

위기 관리

즐거운 감성적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7]

사전에 제거
및 감소

대응 능력

통한 피해
최소 화

능력 보완

Dan saffer 의 인터랙션 디자인의 접근법에 따르면
창조적 디자인은 사용자의 결과물을 고려한 것으로
사용자의 미래에 있을 재난 대피 상황 설계를 위한

2.3 자연재난 발생시 이해관계자
정보전달

시점과

관련하여

자연

재난

결과 중심 인터랙션으로 도출 되어진다. 사용자 중심

발생시

디자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신들의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발송해 주는 재난 문자의

요구사항, 목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자연 재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싶다는 목표 인터랙션으로

재난 문자의 발송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관련

도출 되어진다. 활동 중심 디자인은 장기적인 목표가

기관간의 협업 구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는 재난

아닌 당장 실행되어야 하는 목적으로 자연재난 발생

발생 후 정보전달 되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후 신속한 대피를 위한 목적 인터랙션으로 도출

재난 상황 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방송 서비스

되어진다. 시스템적 디자인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공론화된 사실만을 보도 하는

문제 접근 시 분석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사용자는 방송을 통해 재난에

자연 재난 발생 후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여 피해를

대한 안내를 듣기보단 사용자 스스로 sns, 웹사이트

최소화 시키는 규제 인터랙션으로 도출 되어진다.[8]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빠른
정보를 얻게 되는 sns, 웹사이트 등의 정보 확장성에

Lockton 의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방법을 손민정,

대해 신뢰하고 있는 현황이다.[4, 5]

남택진이 사용자의 행동 중심으로 정리한 것에
따르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더

그림 1 자연재난 발생시 이해관계자 맵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본 연구에서
사전 교육과 재난 발생후 대피를 위한 질서 마련으로
결과 중시 인터랙션과 목적 인터랙션으로 재 분류
되어진다.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변화에 적응 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피드백을 통한 문제 인식으로 목표
인터랙션으로 재 분류 되어진다.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 피해 대비를
위한 것으로 규제 인터랙션으로 재 분류 되어진다.[ 9,
10]

자연재난 발생시 정보전달을 위한 이해관계자를

표 2 재난관리 4 단계에서의 사용자 행동 인터랙션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다. 자연재난

단계

정보는 1 차적으로 정부(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며,

인터랙션 유형

행동 인터랙션

창조적 디자인

2 차적으로는 방송국을 통해 정보가 공론화 되는 것을

:사용자의 결과물 중시

확인 할 수 있다. 국민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예

(자연재난 사전 교육을 피해 최소화)

시점은 정부(국가)의 느린 정보 발송으로 방송국을

방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인터랙션

:사용자의 더 나은 선택 개선 방법

(행동 교육)

통해 정보가 공론화 된 이후 확인하는 것을 확인 할

(자연재난 사전 교육)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당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후 정보 확인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2.4 사용자 행동에 따른 인터랙션 유형
Jesse James Garrett(2013)에 따르면 인터랙션은
과거의

연기신호부터

현대적인

컴퓨터나

결과 중시

:사용자의 목표 중시

대

(자연재난 인지 목표)

목표 인터랙션

비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행동 유도)

: 사용자 행동 피드백을 통한 교감

멀티

(자연재난 발생 내용 피드백)

미디어까지 사람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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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많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로

활동 중심 디자인
:당장의 사용자 목적 중시

대
응

(자연재난 대피 목적)

목적 인터랙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행동 시작)

국내외 사례 9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표 4 국내의 정부주도 자연재난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용자의 더 나은 선택 개선 방법
(자연재난 대피 및 질서 안내)

시스템적 디자인
복
구

:문제 접근에 대한 분석적 방법
(자연재난 발생후 행위 규제)

규제 인터랙션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

(행동 규제)

: 사용자의 실수 방지

결과

(추가적 피해 대비)

중시

2.5 자연재난 인터랙션 분석의 틀 도출

목표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의한 자연재난 상황에서 사용자
행동 인터랙션을 도출하였다. 결과 중시 인터랙션은

목적

미래에 발생할 피해 감소 결과를 위한 것으로 위기

안전

생활

안전

디딤돌

안전지도

맵핑

위기 인식
사전 교육

●

재난 알림

◐

대피 방법

◐

대피소

◐

행동 질서

인식과 사전 교육으로 도출되었다. 목표 인터랙션은

규제

사용자가 상황을 인지 하고 싶다는 목표로 재난

피해 정보

●

예방 정보

◐

알림과 대피 방법으로 도출되었다. 목적 인터랙션은

● : 관련성 높음 , ◐ : 관련성 낮음

대피 목적 만을 위한 것으로 대피를 하기 위한 정보인

안점

대피소와 행동 질서로 도출되었다. 규제 인터랙션은
자연재난 발생후 2 차 피해와 추가적 피해 대비를

예방

인터랙션

선택한 위치의 시설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등록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안전디딤돌을 제외한 서비스에서는

인터랙션 분석점 도출
위기 인식

사용자를 위한 모든 인터랙션 요소 부족을 발견

(자연재난 위험성 인식)

하였으며 안전 디딤돌 또한 위기 인식과 행동 질서

사전 교육

정보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행동 교육)

(자연재난 대피 교육)

목표 인터랙션

(자연재난 발생 정보 제공)

재난 알림

대비

(행동 유도)

재난안전

할 수 있다. 안전 맵핑은 지역을 선택한 후 현재

표 3 자연재난 인터랙션 분석 틀

결과 중시

정부주도의

서비스로 자신의 현재 위치 주변의 안전 정보를 확인

정보와 예방 정보로 도출되었다.

사용자 행동

대표적인

생활안전 지도는 행정 안전부 주도의 지도 기반

위해 사용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

단계

디딤돌은

서비스로 모든 재난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표 5 국내의 각 지자체 자연재난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대피 방법

안심

해운대

스마트

(자연재난 대피 정보 제공)

제주

재난안전

안전센터

사전 교육

●

●

●

재난 알림

●
◐

◐

◐

◐

대피소

대응

목적 인터랙션
(행동 시작)

(가까운 대피소 정보)
행동 질서
(대피시 혼란 방지 정보)
피해 정보

복구

규제 인터랙션
(행동 규제)

결과

(현재 피해상황 정보)

중시

예방 정보
(추가적 피해 대비 정보)

목표

대피 방법

3. 자연재난 관련 서비스 사례 분석
목적

자연재난 인터랙션 분석의 틀로 국내의 정부주도 및

규제

서비스와 국외의 재난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진행하였다.

서비스

사례의

대피소

●

행동 질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난관련 애플리케이션
사례분석을

위기 인식

피해 정보
예방 정보

선정

● : 관련성 높음 , ◐ : 관련성 낮음

기준으로 첫째, 자연재난 키워드 검색 시 상단 노출이
많이 되어지는 서비스. 둘째, 현재 다운로드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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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제주는 제주도 지역에 대한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서비스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알림 단계의 목표

확인 할 수 있다. 해운대 재난 안전은 부산 지역을

인터랙션 가이드라인만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지진 대피소, 강우량, 미세먼지, 방사선

다양한 각 단계의 사용자 인터랙션 가이드라인 제공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 안전센터는 광주에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난 발생 전 예방 단계로

대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 3 가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 재난의 위험성과 이에

서비스 모두 재난 발생 후 추가적 재난 대비를 위한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규제 인터랙션과 재난발생 대비를 위한 위기 인식

인터랙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부족을 발견하였다. 또한 안심 제주 서비스를 제외한

자연재난 발생 후 대비 단계로 현 상황을 인지하고

다른 2 가지 서비스에서는 재난 알림 정보가 제공되지

싶다는 사용자의 목표 인터랙션 측면으로서 재난

않는 것을 발견 하였다.

알림 시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대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자연재난

표 6 국외의 자연재난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발생 후 대피하는 대응 단계로 사용자가 현재 불안한

Earth

Safety

Yurekuru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목표 인터랙션으로 인근

quake+

tips

Call

대피소, 대피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발생으로

자연재난
2

차적

복구

단계에서

피해를

추가적

대비하기

위한

재난
규제

인터랙션으로 현재 피해 상태 정보와 사용자의
결과

위기 인식

중시

사전 교육

목표

재난 알림

목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예방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의
●

행동을 규제 할 수 있는 인터랙션 가이드라인이

◐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연재난 단계별

대피 방법

◐

상황 고려를 통한 사용자 인터랙션 가이드라인

대피소

◐

●

●

●

◐

제공이 필요한 것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 가이드라인

행동 질서
규제

피해 정보
예방 정보

●

플랫폼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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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중심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프로세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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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실무에서 활용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요약문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PC 혹은 모바일의 스크린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와는 달리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대화 기반 텍스트 인터페이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기존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들을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과 ‘액션
중심 모델(Action Centric Model)’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프로세스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를
적합한

방법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들 중 사용자 모델링 단계에서는
가상의 사용자인 퍼소나와 상대방에 해당하는 가상의
봇 퍼소나를 디자인하는 ‘연결된 퍼소나(Two-sides
Persona)’ 방법을, 스케치 단계에서는 스크린 내 UI 를
그려보는

와이어프레임

스케치

대신

‘대화

스케치(Verbal Sketch)’ 방법을, 그리고 플로우차트
디자인

단계에서는

대화의

기본적인

패턴이

하지만 최근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 혹은 스크린은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은 구글의
CUI(Conversational User Interface) 디자인 가이드[1],
Cathy Pearl 의 Designing Voice User Interface[2]와
같이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괄적인 디자인 지침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리된 방법론이 미비하여, 실제로 관련된 서비스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하며 적절한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이후

디자인
활용할

수

텍스트

중심

대화형

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이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의해보고자 한다.

적용되어진 ‘짝지어진 플로우차트(Paired Flowchart)’
방법을 새롭게 디자인 해보았으며 언급된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된 텍스트 중심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3.2 방법 및 내용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기존에 연구되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2. 주제어

단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을 텍스트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구조화한 후,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대화형

인터페이스(CUI),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Service Design Process), 챗봇(Chatbot)

기반

대화형

특성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에

재구성이

적합한

필요한

방법론으로

재정의하였다.

4. 기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3. 서 론

기존의

3.1 배경 및 목적

연구를

통해

정립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서비스 혹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는 그 동안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크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특히 스크린

‘논리적

중심의 서비스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매우 짧은 시간

모델(Action Centric Model)’로 분류되고 있는데[3],

안에 다양한 방법론들과 프로세스들을 제안해왔으며

이 두가지 방향에서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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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고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특성이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감으로써 그때
그때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단계를 선정해보았다.
4.1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로써 디자인
프로세스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요소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적용시켜볼 수 있다. 디자이너의 경험에
기반하여 창의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용할 수 있지만,
디자이너의 숙련도 및 경험에 따라 산출물의 수준이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의 디자인 프로세스 잘

크게 좌우될 수도 있어 해당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짜이고 계획된 모델에 맞추어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는

액션 중심 모델의 장점인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용에

형태이다[3]. 대표적으로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 중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RITE (Rapid

디자인(User

Iterative

Centered

Design)’이나

‘목적

지향

Testing

and

Evaluation)’

방법론의

디자인(Goal Directed Design)’방식이 이에 속하며[4],

관점에서의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평가 및 검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를

잘

프로세스로써

이해하고

있으면

디자이너가
충분히

주기를

줄여감으로써

빠른

실패와

예측

검증으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7]에서 서비스 또는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폭포수 모델(Waterfall

제품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의 대화형 인터페이스

Model)’에 기반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디자인 프로세스로써 고려될 수 있다.

요구되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6].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사용자 모델링이
선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디자이너의 경험이 많지
않은

디자인

도출하기에

도메인에서

유리한

논리적인

프로세스이다.

결과물을

이러한

장점은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대화라는 매개를 통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인터액션하여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 된다는 점, 화면이 아닌 대화의 흐름을 설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라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림 2 '린 UX 디자인 프로세스(Lean UX Process)'와 '디자인
스프린트(Design Sprint)' 디자인 프로세스

5. 텍스트 중심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
및 디자인 프로세스
텍스트

중심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결과물은

사용자와의 대화로, 기존의 화면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결과물이

현저히

다르다.

구글의

Interface)

디자인

그림 1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User Centered Design

‘CUI(Conversational

Process)’와 ‘목적 지향 디자인 프로세스(Goal Directed

가이드’에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대화가

Design Process)’

User

갖는 특성으로부터 ‘주고 받는 대화(Turn-taking)’,
‘이어지는

4.2 액션 중심 모델(action centric model)로써
디자인 프로세스

대화(Threading)’,

‘함축된

언어의

활용(verbal shortcut)’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Cathy
Pearl 의 ‘Designing Voice User Interface’에서 역시

‘액션 중심 모델(Action Centric Model)’로써의 디자인

대화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사람과 봇간에 주고 받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주어지지만 상황에

‘대화의 전환 (conversational turn)’이라는 특성을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프로세스를 운용할 수 있다는

고려하되 대화가 마무리 되기 전의 맥락을 기억해야

특성이 있다[5]. 이 모델은 경험을 중요한 요인으로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대화형

보는

경험주의

철학(Empiricist

Philosophy)에

인터페이스가

갖는

결과물의

소프트웨어

방식과도

프로세스 및 방법론이 정의되지 못한 채, 대화형

‘린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괄적인 지침에만 그치고 있다.

유사하다[6].

디자인

애자일(agile)
프로세스

접근
중에는

UX

구성해

내기위한

특수성에도

기반하며 반복적인 주기로 실용적인 접근을 보이는
개발의

결과물을

디자인

불구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Lean UX Process)’나 구글 벤처스의 ‘디자인

이러한

스프린트(Design Sprint)’가 대표적인 형태로(그림 2),

한계에서, 이 연구는 대화라는 디자인 대상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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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

Sketch)’와

‘액션 중심 모델(Action Centric Model)’의 서비스

Flowchart)’을 정의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재구성이

필요한

‘짝지어진

플로우

디자인(Paired

단계들을

도출하여 해당 단계에 대해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방법론을 고안하고자 한다. 특히,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중, 상용 툴의 발전으로
디자이너가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기에 수월한 텍스트
중심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이드하고자 한다.
첫째,

대화형

의사소통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가
간접적으로
대화를

사용자와의

이루어진다[2].
화면과

이에

요소를

인터액션하던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사용자와
점에서

직접적인

따라,
통해

달리

직접적인

사용자에

기존의
사용자와

시스템과의
인터액션이
구체적인

그림 4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 디자인 프로세스 내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림 3 과 같이 기존

‘기능 정의(Requirement)’ 과정, ‘디자인(Design)’ 과정의

‘논리적

재구성

모델(Rational

대한

Model)’로써의

디자인

프로세스 중 ‘리서치(Research)’와 ‘모델링(Modeling)’
단계를 발전시켜 사람과 봇간의 ‘연결된 퍼소나(Two
–sides Persona)’를 정의하였다.

셋째,

화면과

요소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 상[2] 다양한 레이아웃과 요소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각적인 와이어프레임 디자인이나
디자인을 고도화하기 위한 단계들이 사라지거나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화의 디자인이 곧
프로토타이핑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비해 프로세스의 주기를
보다 짧게 가져갈 수 있었다. 또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 상 화자의 성향, 대화의 방식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테스트를 거쳐 검증하고
수정하는

액션

중심

모델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해보았다(그림 5).

그림 3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 디자인 프로세스 내
‘리서치(Research)’와 ‘모델링(Modeling)’ 과정의 재구성

둘째,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대상은 화면이 아닌
대화의 흐름이다[2].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

프로세스에서

화면

간의

연결을 통해 서비스의 흐름 설계를 돕는 ‘와이어

그림 5 ‘액션 중심 모델(Action Centric Model)’ 디자인

프레임(Wireframe)’, ‘플로우 차트(Flow Chart)’의

프로세스의 적용

방법론을

기반으로

화면이

아닌

대화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4 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구성하는

기존의

‘기능

정의(Requirement)’ 과정과 화면 흐름을 디자인하는
‘디자인(Design)’,

‘프레임웍(Framework:Sketch,

Wireframe)

토대로

과정을

‘대화

스케치(Verbal

6. 프로세스 내 단계별 가이드 제안
지금까지는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들을 살펴보고 또
개선할 만한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정한 각
단계들을

적용한

새로운

텍스트

중심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각각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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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방법론을 적용, 제안하고자

퍼소나 방법론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의

한다.

경우 인격을 가진 대상이 아닌 제품과의 인터액션
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의 퍼소나(one-side
persona)만을 고민하면 되었지만,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경우 제품이 곧 인격을 가진 봇이 되므로 봇에 대한
퍼소나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퍼소나
과정과 비교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사람과 봇,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이므로 우선
사용자와 봇의 기본 성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각각의
명확한 성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대화’라는 특성 상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대화의 어조와 방식(Tone &
Manner)’을 정의한다. 이는 이후 진행하게 되는 ‘대화
스케치(Verbal

Sketch)’의

흐름과

‘짝지어진

플로우차트(Paired Flowchart)’ 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7).

그림 6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프로세스

그림

6

에

정의된

프로세스와

같이

‘논리적

모델(Rational Model)’에서는 핵심 단계로 선정한
‘사용자

모델링(Modeling)’,

‘기능

정의(Requirement)’,

‘프레임웍(Framework)’,

‘디자인(Design)’

수정하고

단계를

‘액션

그림 7 ‘연결된 퍼소나 (Two-sides Persona)’ 단계

중심

모델(Action Centric Model)’ 디자인 프로세스와 같이
빠른

검증을

위해

짧게

반복되는

프로세스의

모델구조를 적용해볼 수 있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6.3 대화 스케치 (Verbal Sketch)
‘대화 스케치(Verbal Sketch)’는 텍스트 중심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이다(그림
8). 스크린 단위가 중심이 되어 ‘핵심 스크린(Key
Screen)’을 구성하는 기존의 디자인 방법과 달리, 발화
단위가 중심이 되므로 퍼소나의 ‘핵심 발화(Key

6.1 서비스 매핑
‘서비스 매핑(Mapping)’ 단계는 텍스트 중심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전체 서비스의 지도를 그려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다. UX 디자인의
방법론 중 하나인 ‘사용자 여정 지도(User Journey
Map)’과 같은 방식으로 차이점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봇이

만나는

‘접점(Touch Point)’을 정의하고 주요 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표기하여 이후 진행되는 단계들의 청사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Verbal)’를 선정하고 해당 발화에 따른 답변들을
다양하게 기재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보드나 종이에 봇과 사용자의 영역을 좌우로 나누어 구분 후, 빠르게 연상되는 발화를 나누어
적는다. 나열된 발화 중, 대화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발화를 핵심 발화로 선정한다. 발화를
이어, 대화로 읽어보면서 어색한 부분 또는 예상되는
다른 응답들을 나열하여 수정한다. 여기에서, 실제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Voice UI 의 경우 소리 내어
읽거나, Chat bot 의 경우 직접 대화창에서 주고받아
수정 지점을 찾는 것을 권유한다. 2~3 명이 협업하여
스케치를 하는 경우 더 많은 답변의 케이스를 발굴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6.2 연결된 퍼소나 (Two-sides Persona)
‘연결된 퍼소나(Two-sides Persona)’ 단계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 서비스/제품의 목표를 정의하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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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화 스케치(Verbal Sketch)’ 단계

6.4 짝지어진 플로우차트 (Paired Flowchart)
‘짝지어진 플로우차트(Paired Flowchart)’ 단계는 앞서
정의된 대화 스케치의 핵심 발화에 따라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제품의 플로우차트와 달리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플로우차트는 그림 9 와 같이
사람들의

대화의

특성

중

‘대화의

그림 9 ‘짝지어진 플로우차트(Paired Flowchart)’ 단계

전환(Turn-

taking)’이 일어나는 지점(질문과 답변, 요청과 답변
등)[3]을 대화의 흐름에 따라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이에 따라, 봇의 발화와 유도되는 사용자의 응답을
짝지어 플로우 차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봇이
제시하는 응답의 형식에 따라 사용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주어주는
응답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응답 형태를 제시한다: 1) 열린 응답(Open), 2)
닫힌 응답(Close), 3) 데이터 응답(Data). 첫째, 1) 열린
응답(Open)은

하나의

기능을

다양한

인풋으로

처리하는 케이스이다. 버튼 또는 NLP 를 이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그림 9 의 ‘report’에 해당하는 열린
응답 형태와 같이 다양한 가짓수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응답 형태가 봇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Error Flow’로 이어질 수

6.5 챗봇 프로토타이핑 (Chatbot Prototyping)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짝지어진 플로우차트에 기반하여 Chatfuel,
Dialogflow 등의 챗봇 디자인 툴(Chatbot Builder)로
동작하는 챗봇을 만들어본다. 이를 통해, 연결된
퍼소나에서 정의한 봇의 성격과 어조가 얼마나 잘
적용이 되었는지, 핵심 발화에 얼마나 잘 대응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액션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검증하며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만약 구조화된 챗봇이
아닌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능형 에이전트의 테스트
방법 등으로 사용되어 온 ‘Wizard of OZ’[9]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테스트하여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케이스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있도록 한다. 둘째, 2) 닫힌 응답(Close)은 ‘예’,
‘아니오’나 ‘1’, ‘2’, ‘3’, ‘4’와 같이 정해진 선택지에서
사용자가 결정(Decision)을 내리도록 하는 형태를
이른다. 셋째, 3) 데이터 응답(Data)은 사용자가 직접
전송하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위치 정보와 같은
것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 좋다.
그 외 대화에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동선상 문제가 생겼을 시 자연스럽게 다시 대화를
유도하는 장치, 텍스트 중심 대화 인터페이스에서는
답변을 분절하여 타이핑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 역시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7.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수한 디자인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기반’
디자인에 비해 아직 구조화되지 않은 ‘대화 기반’
텍스트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개선된 디자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빠른 학습이 가능하며 대화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CUI(Conversational
User Interface), 특히 챗봇과 같은 대화 기반 텍스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효과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다.
향후 이 연구는 제안한 텍스트 중심 대화형 인터페이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재적용해보고

진행

실질적인

중인

실무

유용성과

프로젝트에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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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요약문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류 생활의 특성상 모든 과정이

긍정적인 소비생활은 소비를 통하여 물건을 사는

시각적인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것에만 집중할 때보다 경험을 얻는 목적에 집중할수록

이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009 년

잘 영위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국립재활원의 연구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소비생활 중 주로 시각적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의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옷차림을 차려입는

소비 생활을 온전히 누리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에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토록 불편한

보조인이 쇼핑을 도와주거나 대신 구매를 해주는

장애인의 의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에서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을

독립적인 의류 쇼핑 경험을 하기보다 필요한 물건을

실내

자체에만 집중하거나, 소비를 완료하는 데만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류를 소비하는

장애인과 전맹으로 하여금 혼자서도 의류 소비

경험의 프로세스 개선을 제안할 목적으로 연구를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서비스

진행하였다.

디자인 방법론 중 4D 프로세스 (Discover–Define–

1.2 연구 범위 및 방법

Develop-Deliver)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주제어
Visually

돕는

실생활 경험의 질을 높이는 연구는 보조 기기나 제품

내비게이션과

QR 코드가 있는 태그를 이용하여 1 급, 2 급 저시력

서비스

구매를

비롯한 현행된 연구들 중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연구에서는 제스처와 음성으로 제어 가능한 쇼핑 보조
매장에서의

의류

애플리케이션을(2015) 제안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를

획득하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애플리케이션과,

대상으로

디자인(Service
Impaired),

Design),
사용자

우리나라 국민 중 25 만 명에 달하는 전맹과 저시력자

시각장애인(the

경험

중에서도 의류 쇼핑 프로세스를 제대로 경험하지

디자인(User

못하는 20%에 해당하는 1~2 급의 시각장애인을 주

Experience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타깃으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의류 쇼핑 프로세스

Design)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매장을 정할 필요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200 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1. 서 론

접근성이 높으며,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고, 비교적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저렴하며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니클로(UNIQLO)를 가상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있어 소비생활은 실생활 중에서도 비중이 크다. Van

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Boven 의 소비생활과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에서도 4D

소비를 통하여 경험을 얻는 목적에 집중할수록 소비

프로세스

생활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삶의

(Discover-Define-Develop-Deliver)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의류 소비 과정의 문제점을

행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찾아

신체의 한계로 소비생활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는

해결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Discover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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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복지

현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Define 단계에서는 인터뷰에서 얻은

표 1. 인터뷰이의 유형과 쇼핑에 대한 관심 정도

결과를 바탕으로 유저 저니 맵(User Journey Map)을

시각장애등급

나이

직종

쇼핑 관심 정도

셋째, Develop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구체화된

선천, 전맹

30 대 초반

경북 점자도서관 근무

관심 미비

서비스 목표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쇼핑을 할 때의 세부

선천, 전맹

30 대 초반

서울 장애인도서관 근무

관심 많음

프로세스에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후천, 전맹

20 대 후반

경북점자도서관 근무

중간

오프라인

후천, 전맹

40 대 중반

안마사

관심 미비

선천, 저시력 1 급

30 대 초반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근무

중간

후천, 저시력 1 급

20 대 후반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근무

관심 많음

만들어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확인하였다.

서비스와

온라인

구체화하였으며,

서비스로

나누어

와이어프레임(Wireframe)을

구성하고 정안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Deliver 단계에서는
프로세스 경험을 돕는 디자인 컨셉의 GUID(Graphic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쇼핑을 진행하는지,

User Interface Design)를 개발했다.

또한 쇼핑 프로세스 중 어떤 세부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찾아 니즈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1 과 같이 전화

2. DISCOVER

또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2.1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 경험에 관한 사례 조사

쇼핑 관심 정도의 단계에 따라 설정하였다. 1 단계는

국립재활원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적절한

의류 쇼핑에 관심이 미미한 정도, 2 단계는 의류 쇼핑에

옷차림을 차려입는 데에 대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단계, 3 단계는 옷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옷을

관심이 많으며 꼼꼼히 살펴보는 정도로 설정했다. 이들

촉감으로 일일이 만져보고 입어본 후에야 구매하는

페르소나 각각의 쇼핑 프로세스 저니 맵(Journey

시각장애인들의 의생활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014

년

실시된

장애인

실태

조사에

Map)을 만들어 페인 포인트(Paint Point)를 찾아내고

따르면

니즈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옷을 헤매지 않고 찾을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는 30%

수 있도록 진열대 탐색하는 것과 동행인의 도움을 받지

이상이었으며 이 중 약 15%는 도와줄 보조인이 없어,
활동

보조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않고도 의류의 상세정보를 살피는 것, 옷을 피팅했을

그러나

때의 객관적인 피드백 받기 등이 시각장애인의 쇼핑

경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1 급 저시력자

과정에서의 가장 큰 니즈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A 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매달 장애 등급에 따라

3. DEFINE

주어지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의 시간이 의생활에
투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5

년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의생활을

페르소나(Persona) 세 명을 의류

3.1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을 돕는 서비스 사례

위한

연구에서는 평소 패션에 관심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서울시 구로구 나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실시한

전체의 약 절반이며, 시각장애인 중 과반수가 의류

이미지메이킹 사업은 도우미가 쇼핑의 시작부터

구매 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구매까지 동행하며 돕는 서비스이다. 맞춤으로 쇼핑의

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아 의류 구매에 관심이

전 과정을 체험하며 옷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보조인이 없다면 의류 쇼핑을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져 신청을 했지만, 제한된 시간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보조인이 있을

충분한 전문인의 부재로 상시 이용할 수 없으며,

때에도 시각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모두가 경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1 User Journey Map 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쇼핑 프로세스의 Pain Poin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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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독립적 의생활을 위해 제안된

연구에서는 QR 코드의 네 모서리에 엠보싱 처리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의류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태그를 만져보았을 때, 위치를

색이나 사이즈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의

인식하고 스마트 기기를 가져다 댈 수 있는 태그를

의생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제안한다. 또한 저시력자를 위해 태그에서 얻어야 하는

되었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 오히려 실질적으로 모든

가장 상위 정보인 사이즈를 저시력 장애인이 인지할 수

의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와 매장

있는 40pt 의 사이즈로 표기하고, 점자와 병기하였다.

내부에서의 이동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 온전히
쇼핑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생활의 프로세스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려면 보조인이 존재할 때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매장 내에서의 이동을
비롯한 쇼핑의 모든 프로세스까지도 서비스의 수행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의류 태그 설명

4. DEVELOP

4.3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4.1 RFID 를 이용한 오프라인 매장 내의 내비게이션

태그 인식, TTS(Text to Message) 등의 기능과

RFID 시스템을 이용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쉽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한 스마트폰을

상용되고 있는 GPS 시스템보다 더욱 자세한 경로 안내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이용자가 경로 이탈을

제공

기기로

선정하였다.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하였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GPS

위해 1 차와 2 차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고 각각의

시스템과 달리 RFID Tag 를 인식하자마자 사용자에게

와이어프레임마다 정안인 2 명과 시각장애인 2 명의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유저빌리티

RFID 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안한다.

피드백을

진열대에 설치된 RFID Tag 마다 해당 진열대의

테스트
반영하여

(Usability
서비스에

Test)에서
사용되는

나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1 차 와이어프레임은

설명을 넣어 Ear Shopping 이 가능하게 하였고,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비교 및

사용자가 특정 진열대 앞에서 정지한 채로 약 5 초

분석하고 시각장애인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니즈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진열대에 진열된 옷에 대해서

찾아 의류 쇼핑의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자동으로 설명이 나오게 한다.

그림 2 RFID 칩 설치 시의 시뮬레이션

그림 4 1 차 와이어프레임

4.2 QR 코드를 이용한 의류 상세 정보 제공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유니클로는 온라인몰에서
옷마다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기 때문에 QR 코드와의
매칭을 통하여 의류 상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QR 코드를 이용한 옷의
상세정보가 적힌 태그는 시각장애인의 필요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태그에서 QR 코드를 찾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그림 5 2 차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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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타깃으로 제작했다. 하지만, 오히려

좋으려면 장식이 없는 ‘고딕’ 계열의 서체여야 하며,

너무 많은 정보가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22pt 이상이 권장된다. 이에 주가 되는 타이포 요소에

피드백을

차

24pt 의 위폰트 고딕을 이용하였다. WCAC(Web

와이어프레임은 사용자의 손가락 제스처와 음성을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2.0 에 따르면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위계구조와 UI

저시력인을 위한 색상의 대비는 최소 4.5:1 이다. 이를

구조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색상과 아이콘의 경우

적용하여 글꼴의 색상과 바탕색의 색상은 명도 대비가

저시력자를 타깃으로 만들었지만 2 차 유저빌리티

약 4.7:1 인 보라색(#6d32f6)과 노란색(#fee234),

테스트를 통해 선적 요소(linear element)들과 작은

그리고 흰색(#ffffff)을 사용하였다.

받았다.

이

문제점을

개선한

2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을 저시력자들이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6. 결론

최종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 4D 프로세스를

디자인에서는 이를 개선하였다.

5. DELIVER
5.1 프로세스 경험을 돕는 디자인 컨셉 개발
시각장애인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체적인

문제를

의류

분석하고

쇼핑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매장 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의류의 태그, 그리고 음성 안내에 따라

때에는

시력이 부재하여도 터치 제스처로 제어할 수 있는 쇼핑

비장애인처럼 보고 어떤 버튼을 누르는 데에 한계가

보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내의 음성으로 안내를 하여

연구에서는 저시력자의 시각 경험이 장애 유형마다

의류 구매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포용할 수

하였다. 또한 유저가 음성 안내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현하는

위하여 손가락 제스처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데에 있어 장애물이 돌발적으로 출현하였을 때의

있도록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주로 사용하는 여러 제스처들 중 좌우 슬라이드, 상하

보다 많은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길 안내 시스템을

슬라이드, 더블 탭을 이용하여 선택과 이동을 할 수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수의 사용성 테스트를

있도록 하였고, 해당하는 화면의 안내를 다시 듣기

통하여

위해서는 한 번 탭 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시각장애인을

타깃에

포함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눈으로 보고 바로 터치하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홈 화면을 없애고 매장에 들어서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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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구, (2015), p. 53-p. 54.
5. 이승열, 김익수,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RFID 기반의 경로안내 시스템, (2010),
pp227-230.
6. Van Boven, Leaf, Experientialism, Materialism,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2005), p.132-p.142.
그림 6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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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이나 집단으로, 이들은 서비스의 일부로 고객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디자인 초기에는

이해관계자란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이나 집단 을 뜻하는 용어로, 좁게는 회사 내 구성원
에서 넓게는 고객이나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개념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여 파악한다. 이해관계자 지도는
관행에 따라 동심원 형태로 작성되나 정형이 없어

이다.

기업의

상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며 이들은 고객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고객 유형은 비즈니스의 구분에 따라 기업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을
제안하고자한다.
진행방법으로
국내

또는 개인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며, 고객
유형에 따라 이해 관계자의 구성, 의사소통 방식,
업무 내용 등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기업 PSS 사례를 수집하고 PSS 분류 기준과 비즈니스
구분을 축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한 후 각 셀에
분류하였다. 이후 각 셀별 대표사례 선정하여 두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관계를
시각화하여 지도로 표현한 것이 이해관계자
지도(Stakeholder
Map)이다.
현재
사용되는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실험 및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심원 형태의
유용하지 않음이 입증되었으며 작성된 지도 분석을

이해관계자 지도는 정형이 없으며, 동심원의 형태가
관행에 따라 사용되나 모호한 이해관계자 분류 기준,
표현의 제약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통해 B2C 형 과 B2B 형 2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로 작성 순서, 내용,형식, 표기방식을
추출하였으며 특히 작성 내용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구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식의 취지, 작성순서와

1.2 연구방법 및 절차

방법 등이 적힌 개요,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는 형식,
활용 가능한 응용형식 예시가 포함된 이해관계자

본 연구는 비즈니스 구분별 PSS 이해관계자 지도

지도의 양식을 제안한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 제안에 관한 연구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정형을 마련하여 도구로서 효용 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해 관계자

같다.

식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주제어
이해관계자 지도, 디자인 방법론, 제품-서비스 통합
시스템, PSS, 서비스 디자인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2. PSS 의 분석 및 비즈니스 매트릭스 제작
2.1 PSS 사례 수집 및 비즈니스 비교
종래의 제품과 서비스는 통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PSS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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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2016 년

이를 녹취하여 질문내용에 따른 참가자별 응답

매출액 기준 국내 1000 대 기업의 PSS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1 1 차 실험에서 선정된 대표 PSS 사례

비즈니스 비교 결과 B2C 와 B2B 구분에 따라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존재하였다.

구성,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2.2 비즈니스 매트릭스 제작

제품지향

사용지향

결과지향

삼성전자

쏘카

크린바스켓

제품 수리

카쉐어링

세탁 서비스

SKT 인공지능

코웨이

세스코

스피커 NUGU

홈케어

통합해충방제

B2C

PSS 사례 분석을 통해 얻어진 비즈니스 구분을 세로
축으로 설정하고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Tischner&
Tukker 의 PSS 유형화 기준을 가로축으로 설정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매트릭스 각
셀에 분류하고 추출된 6 가지의 셀들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각 셀별로 공통된 규칙에 따라

3.2 2 차 실험 및 사후인터뷰
2 차 실험에서는 선정된 서비스 시나리오, 기업의

유형화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자 지도의 형식이

조직체계를 설명하는 보조자료, 이해관계자 지도의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각
셀 사례 중 실험 참가자의 연령과 라이프스타일을

정의가 적힌 용지, 다양한 시각화 자료, 펜, A4 백지를
제공하여 주어진 백지에 자유롭게 작성 하도록

고려하여 비교적 이해가 쉽고 대중적인 사례를

하였다. 시나리오는 B2B 서비스가 참가자들에게

선정하여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실험에 활용하였다.

비교적 생소한 분야이며 PSS 제공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1 차

3. 실험 및 사후인터뷰

실험에서 제공하던 서비스 개요를 대체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실험은 가설을 세운 후 일정 조건을

것이다. 1 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작성순서와
과정을 관찰하며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며, 작성을

인위적 으로 설정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은
탐색적인 실험으로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조건과

마친 후 적합성, 표현성, 유용성 등을 확인하고 작성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녹취하여 질문 내용에 따른

도구를 제공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은
디자이너들의 이해관계자 지도에 대한 이해 및 작성

참가자별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패턴, 방법 등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한 후 비교하기

표 2 2 차 실험에서 선정된 대표 PSS 사례

위한 목적으로 실제 다수의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제품지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섭외하였다.
섭외된 실험의 참가자로는 제품 및 UX 디자인 분야에
B2B

종사하는 실무디자이너 및 프로젝트 혹은 실무경험이
있는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생 12 명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지향

결과지향

제품 구매 컨설팅
제품 대여, 교육,
및 구매 제품
관리 서비스
관리 서비스

맞춤 보안 시스템
제공, 관리 서비스

3.1 1 차 실험 및 사후인터뷰
3.3 이해관계자 지도의 유형 도출

1 차 실험에서는 선정된 서비스 개요 이해관계자 지도

실험의 결과와 사후인터뷰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즈니스 매트릭스의 PSS 분류 기준에서는

의 정의가 적힌 용지, 다양한 시각화 자료, 펜, A4
백지를 제공하여 주어진 백지에 자유롭게 작성
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서비스 개요는 서비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즈니스

구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B2C 형’과
‘B2B 형’ 총 2 가지의 이해관계자 지도 유형이

내용 및 취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업무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연구자는 작성순서와 과정을

도출되었다.

관찰하며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며, 작성을 마친 후

표 3 비즈니스 구분별 이해관계자 지도 유형 도출

적합성, 표현성, 유용성 등을 확인하고 작성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PSS 분류 기준
제품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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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구분

B2C

① B2C 형

B2B

② B2B 형

양식에 활용될 작성 순서, 작성 내용, 작성 형식, 표기
방식을 선정하였다.
표 4 이해관계자 지도 양식의 항목별 선정 기준 및 방법

4.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 개발

항목

선정 방법

이해관계자 지도는 서비스 디자인 개발 초기에 이해

작성 순서

1,2 차 실험 과정을 관찰 및 분석 정리

관계자의 파악과 식별을 목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에
서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표준없이
개념적 으로 정의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획

및

전략

구상

시

작성 내용

활용가능한
작성 형식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을 개발하여 정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종래의 PSS 환경에서도

표기 방식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 활용대상 및 범위
점에서 착안하여 PSS 를 제공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1,2 차 실험 및 사후인터뷰를 토대로
1,2 차 실험의 표기 방식 정리

작성 순서

‘고객-제공자-협력자-소비자-영역’

순서로 작성되 었다. 또한 일부 참가자를 제외한
대부분 참가자 들은 ‘영역’을 마지막 단계에서

PSS를

표현하였다.

제공하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객에게 다양한 경로의



작성 내용

따라

실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물/정보 항목의 각

취사선택하여 구매한다. 기업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요소별 5점 척도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균 4.0 이상, 표준편차 1.0 이하’ 기준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리하였다. 다음은 유형별로 추출된 요소를 표로

지도의

정리한 것이다.

PSS를

제공하며

작성을

고객은

통해

PSS

필요에

제공

환경을

거시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2 차 실험 및 사후인터뷰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지도 형식의 표준을 추출

에서는

작성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지도를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구체적인 활용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불특정

요소 도출 평가 진행

작성 순서 분석 결과, B2C형에서는 ‘고객제공자-접점-영역’의 순서로 작성되며, B2B형

현재 대부분의 PSS 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1,2 차 실험을 토대로 작성요소 추출 후

표 5 전문가평가를 통해 추출된 작성요소

특정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B2C형

PSS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B2B형

전방 제공자, 고객

고객은 특정한 조직 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 때 고객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인물

거래를 조율 및 조정한다. 또한 고객은 특정

요소

조직 (기업) 또는 인물로 PSS 제공 시 조직 내
직급 체계와 같은 고려사항이나 제약 조건이

후방 제공자,
의사결정권자
(고객사)
플랫폼, 제품의 경로, 서비스의 경로,

많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을 통해
정보

조직 내·외부의 역할, 영향력, 흐름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간 이해관계

요소

조정에 활용될 수 있다.
4.2 선정 및 방법



온/오프라인 영역,
터치포인트

도구/수단,
이해관계자 행동,
서비스 제공비중

작성 형식
작성된 이해관계자 지도 데이터를 그림2,3의
방법으로 작성형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이해관계자 지도는 관행에 따라 작성되는
동심원의 형식을 제외하고 특정한 형식을 제공하는
대중적인 템플릿이 없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시각적 표기방법
이나 형태에 대한 고민없이 요소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툴킷 또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2 차
실험과 사후인터뷰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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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 후 조직의 경계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제공기업의 후방에는 후방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협력사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였다. 고객 기업의
고객인 소비자를 후방에 작성하였다.

그림 4 B2C 형 이해관계자 지도의 형식

그림 2 B2C 형 이해관계자 지도의 형식 분석 과정(일부)

그림 5 B2B 형 이해관계자 지도의 형식



표기 방식

작성 형식의 추출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기 방식을 정리하였다.
각 요소별 상세한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6 이해관계자 지도의 표기 방식
그림 3 B2B 형 이해관계자 지도의 형식 분석 과정(일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

실선

지도의

상호작용

형식은 비교적 간단한 영역 구분으로 정리되었다.
유형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2C형 에서는
고객을 한명의 가상 인물로 간주하고 고객을
좌측에

우선

배치하고

고객과

관련이

접점이나
전방제공자,
후방제공자
작성하였다.
B2B형에서는
고객을

인물 간 강한 연결관계 표현,
고객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선

인물 간 약한 연결관계 표현,
고객에게 직접적 영향 주지않는
상호작용

깊은
순서로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여 고객 조직과 그 구성원들을
용지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고객 조직과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의
구성원들을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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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방향을 선 끝에 표현한 것

영역
구분선

조직 및 내용상의 영역 경계를
자유 곡선을 통해 무리지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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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로

서비스 경로를 파란 선으로 표현

제품
경로

제품 경로를 빨간 선으로 표현

5.2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Tischner&Tukker 의 PSS 분류 기준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10 년 전 제안된 개념으로, 급변하는
현대의 PSS 양상을 모두 포괄하고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연구에서 구성한 매트릭스의 가로축인

원으로 표현 후 인물의 명칭을 원

인물

PSS 의 제품-사용-결과 지향의 각 셀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배제하였으나, 이는

안에 적어서 표현

중요
인물

현대의 PSS 를 포괄 하지 못하는 분류 기준의 한계에

중요 인물은 두 개의 외곽선으로
이루어진 원으로 표현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PSS 사례 또한 국내
1000 대 기업 웹사이트에 명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4.3 양식의 구성 및 제안

선정한 것으로 이외의 PSS 사례까지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PSS 사례로 연구된 결과로 향후 개발될
새로운 PSS 에 적용하였을 때에도 적합한지 예측할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은 도출된 비즈니스 구분별
유형에 따라 2 가지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서

수 없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이해관계자

제안하는 양식에는 양식의 취지, 작성순서, 작성 방법
등이 적힌 개요.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는 형식,

지도의 양식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구분에 따라
세분화한 이해관계자 지도의 유형을 비즈니스의

활용가능한 응용 형식 예시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례와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16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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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해관계자 지도의 양식 ( B2B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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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모션을 이용한 직관적 드론 조종기 개발
Development of an intuitive drone controller based on han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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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셋째, 조종기의 형태 선정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초기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무인비행기

수행하였다. 실험은 WOZ(Wizard of Oz Prototyping)기법을 활용하여 1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드론이 최근 민간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있으나 네 개의 회전익을 가진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하지만, 드론의 사용량이 많아진 만큼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종
미숙은 드론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조이스틱

조종기와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드론 조종방법과 조종의 어려움

본 연구는 기존 드론 조종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직관적인 조종방법을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문헌조사, 사례 조사를 통해 조종기 형태에 적용 가능한
여러 형태를 분석하였고, 가장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사용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엄지로
조작하는 세워진 형태의 조종기를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종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고, 실제 드론 조종 시에도 기존 조이스틱
조종기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제어

그림 1 기존 조이스틱 방식의 조종기 조작방법

그림 1과 같이 가장 보편적인 드론 조종기의 형태는
RC카 혹은 모형 배 등에 사용되는 조이스틱 형태의
조정기이다[4]. 드론은 조종시점에 따라 육안으로
드론을 바라보며 조종하는 TPV(Third Person View)
드론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치 조종석에 탑승한 듯이
조종하는 FPV(First Person View) 드론으로 나뉘며,

드론, 컨트롤러, 모션 조작

1. 서 론

조종 시점에 상관없이 드론 방향을 기준으로 조종기를

최근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확산됨에 따라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조작하게 된다. 드론은 추진축과 3축의 회전
움직임으로 자세제어 및 이동을 한다. 조종방법은 왼쪽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다[1]. 드론으로 인한 재산

조이스틱은 상승 하강을 조절하는 스로틀(Throttle)과

피해 및 상해 가능성은 상용항공기에 비해 약 100 배
정도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2]. 드론의 사고 원인 중

제자리 회전인 요우(Yaw)를 담당하고, 오른쪽 스틱은
드론의 전후좌우 이동을 담당하는 피치(Pitch)와

조종 미숙은 사고의 중요한 인과 요인으로 밝혀졌다.

롤(Roll)을

이는 대표적인 드론 조종기인 조이스틱이 학습이
어렵고 조작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론을

움직임인 RC카나 모형 배와는 달리 3차원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이스틱 조종기처럼

수월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드론 조종의 사용성을

2차원 형태로 드론의 3차원 움직임을 제어할 경우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 조종기의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인지적 매핑이 어려워 학습이 어려워진다. 즉, 공간적

직관적인 조종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드론의 조종방법과 어려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직관적 드론 조종기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절한다.

하지만

드론은

2차원적인

차원, 실제 움직임, 회전각 등의 요소들과 일치하지
않는 조종 방식은 외부 조종법에서 발생하는 드론
방향이

사용자의

방향과

달라짐에

따라

생기는

관점불일치 문제와 함께 드론 조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5].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고도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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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요우 축을 포함한 3축 이상을 동시 조작하는 8자

직관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션일치 조종

비행과 같은 경우 조작 난이도가 높아져 능숙하게
조작하게 되기까지 상당한 학습이 필요하다.

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2 인터페이스 개선 및 개발 사례

3.2 형태 조사 및 아이디어 도출
자료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 중 한 손으로

드론의 방향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시점을 제공하는

쥐는 형태를 가지며 하나 이상의 조작 스위치를 가진

헤드리스(Headless) 기능이나, FPV 드론처럼 내부
조종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점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조작 장치 혹은 조종기 23 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조종기들에 대한 형태 분석을 통해, 대체로 손가락이

것[6] 외에도, 그림 2 와 같이 제스처, 포인팅, 모션을

맞닿는 부분은 쥐기 편한 곡면 형태를 띠고 있고,

이용하여 드론 조종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제스처 조종은 손이나 머리의 움직임을

연속적인 조작은 주로 검지와 엄지를 사용하여
조작함을 알 수 있었다. 파지 형태는 세워서 잡는

이용해 조종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조작 상황에서는

형태와 눕혀서 잡는 형태가 있었으나, 완벽한 수직 혹은

상당히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구되는
비행이 복잡할수록 제스처도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수평보다는 손목의 자연스러운 각도를 위해 기울어진
형태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선정된

있다. 포인팅 조종은 특정 거리를 유지하며 반 구의

23 개의 조작 형태들을 그림 4 와 같이 네 그룹으로

평면 상을 조종기로 가리키며 조종하는 방법이다.
조작은 상당히 쉬우나 드론과 사용자 간 거리가 멀수록

분류하였다. 그룹은 크게 세운 형태와 눕힌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작게는 엄지와 검지 조작으로

조작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FPV 방식에는 적용할 수

구분할 수 있었다.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모션일치 조종은 손이나 몸의
움직임과 드론 기체의 움직임을 일치시켜 조종하는
방식이다. 각 축을 조작하는 조작 스위치의 배치 혹은
조작 방법은 상이하나, 직관적인 제어를 위해 기체의
회전 방향 혹은 기체의 이동방향과
동일하게 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조작방향을

그림 4 네 그룹으로 분류된 참고 이미지들

3.3 대표적인 조종기 제작
그룹별 특성을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단순
그림 2 기존 조종기와 직관적 조종법의 개발 사례

형태의 조종기 모형을 그룹 당 하나씩 총 4 개

3. 손의 모션을 이용한 드론 조종기 컨셉

제작하였다. 제작한 조종기 모형으로 모의 조종을 해본
결과, 엄지 조작은 후진 동작에서 엄지가 많이 긴장하게

3.1 모션 조종기의 컨셉

된다는 점과 검지의 경우 장시간 동일한 조작을
유지하기 어렵고 앞뒤 양쪽방향의 조작은 조작 방향에
따른 조작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 개의 모형을 추가하여 그림 5 와 같이 총 5 개의
모형을 제작하였다. 모형의 형태는 옆으로 세운 엄지

그림 3 직관적방식의 조종 개념 (좌: 조종기, 우: 드론)

조작 형태를 제외한 각 모형의 손이 맞닿는 부분은

3D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하여 드론과

그립감을 위해 곡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운 형태는
파지 시 자연스러운 손목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물리적 오브젝트의 조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것을
직관적이라고 느낀다[7]. 그러므로, 자이로 및 가속도

기울어진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옆으로 세운 엄지

센서를 활용하여 그림 3 과 같이 조종기와 드론의

형태는 C 자 형태를 취하여 악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정감 있게 파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로틀 조작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제어 방식은 사용자에게 매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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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 형태로 제작하고, 검지 조작은 탄성체를

차이가 발생했다(p=0.00). 점수 상으로는 세운엄지의

이용한 트리거 형태로 제작하였다.

형태의 점수가 가장 높으나, 세운 검지와 세운 엄지의
점수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489). 나머지
세 개의 형태 또한 점수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경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진 않으나(p=0.559), 경험이
없는 그룹은 세운 형태를 경험이 있는 그룹은 눕힌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7 과 같이

그림 5 제작된 5 가지 조종기 모형 (왼쪽부터 세운검지,
세운엄지, 눕힌 검지, 눕힌 엄지, 옆으로 세운엄지)

검지와 세운 엄지 형태는 나머지 세 개의 형태에 비해
전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문항 3 과
문항 6 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이것은 눕힌 형태에서

4. 모션일치 조종기 형태의 결정

발생하는 손목의 가동 범위 제약과 옆으로 세운 엄지
형태의 생소한 조작 버튼 위치가 파지법과 사용법에

4.1 실험 목적 및 방법
제작된 조종기 모형을 바탕으로 모션일치 조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드론 조종 경험이 있는 6 명과 경험이 전혀
없는 9 명으로 총 15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사전교육으로 드론의 원리와
조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실험과 유사한 태스크를
수행시키면서 조종법을 이해시켰다. 본 실험은 각
조종기로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하되, 5 가지 모형

관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목의 가동
범위 제약은 후진 조작 시에 손목의 가동 범위가
부족해도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반면, 전진
조작 시에는 팔꿈치를 내리지 않고 손목만을 사용해
조종기를 기울이려는 행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목만을 사용하는 경우 세운 형태는 약 0°~45°
정도의 가동 범위를 가지나, 눕힌 형태는 약 20°~45°로
가동범위가 제한된다.

조종기를 집는 순서는 임의화하여 학습효과를
배제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모의 조종을 하는 동안
참여자의 조작에 맞추어 드론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종 태스크는 4 개의 조작 축을 골고루
조작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종 태스크가 모두 끝난 후,
참여자들은 표 1 과 같은 평가 문항에 대해 7 점 척도로
답하였다. 표 1 의 평가 문항은 NASA-TLX(NASA
Task Load Index)를 중심으로 SUS(System Usability
Scale)와 USE(Usefulness, Satisfaction, and Ease of

그림 6 조종기 형태별 총점평균

use)평가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8].
표 1. 사용성평가 문항
평가문항

항목

조종기로 드론을 조작하기 쉽다.

물리적수요

조종기의 사용법을 매우 빨리 배울 수 있다.

노력

조종기로 드론을 효과적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성능

조작방향이 드론의 이동방향과 일관성이 있다.

정신적수요

조작에 따른 드론의 동작이 쉽게 연상이 된다.

정신적수요

조종기를 조작 시 손의 움직임이 수월하다.

물리적수요

이 조종기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전반적성능

그림 7 각 문항별 점수평균

5. 프로토타입 제작
앞선 실험 결과로 가장 좋았던 세운엄지와 세운검지
조종기 형태를 고려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그림 8 과
같이 최종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조종기의 메인
바디는 파지 시 손목 각도가 자연스럽도록 곡선 형태로
디자인했다. 특히, 조종기 제어 칩의 배치 공간을

4.2 실험 결과
그림 6 과 같이 형태별 총점에서 세운검지와 세운엄지

확보하기 위해 가로로 넓은 형태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형태는 나머지 세 개의 형태에 대해 유의한 점수

그립감 확보를 위한 세로로 넓은 형태로 바뀌도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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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띠게 하였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지지대를

결과, 세운엄지 형태의 조종기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넣어 느슨하게 파지해도 안정감 있도록 하였으며,
대칭구조를 통해 어느 쪽 손으로도 편하게 조작할 수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최종 프로토타입을 실제 제작하였고, 드론 조종 시의

있게 디자인하였다. 스로틀 기능의 다이얼 스위치는

한계점과 이점을 간단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눈으로

중앙에, 센서 초기화 및 요우축 보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버튼은 다이얼 스위치를 기준으로 양쪽에

확인하였다. 모션일치 조종기는 기존 조이스틱
조종기에 비해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게 조종방법을

하나씩 배치하였다. 이 세 가지 조작 스위치를 모두 약

학습하였고,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0° 의 경사로 엄지손가락의 동선 내에 배치시켜
조종기를 쥔 채로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션일치 조종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용성 검증과 사용자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후속

전원 스위치는 손이 닿지 않는 아래쪽에 배치하여

실험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였다. 배터리는 무게 중심을
위해 하단부에 배치하였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커버를

사사의 글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창조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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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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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촬영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화소, 조리개 값, OIS

요약문
현재 스마트폰의 트렌드는 화면의 대형화와
베젤리스(bezel-less)이다. 이는 스마트폰 본연의

등의 성능 외 카메라 UX 탑재를 통한 고객 유치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능인 전화나 메신저 외에도 동영상 감상이나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화면크기, SBR(Screen to Body Ratio)값을

또한 현재 스마트폰의 트렌드는 화면의 대형화와

키움으로써

기능인 전화나 메신저 외에도 동영상 감상이나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큰

화면으로

좀

베젤리스(bezel-less)이다.

더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현재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면크기,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용자
스터디에서는 여러 가지 finding 이 있었지만 그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세 가지 Design
Goal 을 도출하여 이를 모두 만족하는 두 가지 대안을

크게 4 가지 phase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phase 인 User Research 에서는 화면의 대형화와
베젤리스(bezel-less)라는 트렌드에 맞춰 현재의

설계하여 어플리케이션형태의 워킹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NASA TLX, Likert Scale Questionnaire, Open활용하여

사용자

스마트폰 카메라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조작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Contextual Inquiry 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phase 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 대비
새로운 프로토타입에서 Shutter 기능을 제외한 Zoom,

Design 에서는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phase
인
Implementation 에서는 이렇게 설계된 대안들을 워킹

Focus 기능의 심리적 부하 점수는 줄어들었으며,
조작용이성과 만족도에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Ratio)값을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조작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불편한 점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을

Body

본연의

이런 트렌드에 맞춰 현재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중에서 한 손 조작에 따른 인터랙션의 문제로 인한

Question

to

스마트폰

키움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화면으로 좀 더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조작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Ended

SBR(Screen

이는

개선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네 번째 phase 인
Evaluation 에서는 구현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One handed Mobile Interaction,
Camera, Interface, Usability

2. 사용자 스터디

Smartphone

첫 번째 phase 인 User Research 에서는 가장 먼저
Persona 를 작성하였다. Persona 기법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 군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사용해

1. 서 론

고객의 needs 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추상적이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일반적인 개념의 사용자가 아닌 구체적인 사용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쓰기 위한 것으로 이 가상의 인물

사진을 찍어 손쉽게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SNS 열풍으로 인증 샷을 남기거나

분석을 통해 향후 진행할 실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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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자 인터뷰 결과

사진촬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여 pain
point 를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Contextual

inquiry

를

Contextual Inquiry 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Affinity
Diagram 을 통해서 정리 및 분석하였다. 먼저

2.1 사용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Contextual Inquiry 를 통해 얻은 불편한 사항들을 쭉
열거해 놓은 다음에, 공통된 가치와 문제점을 묶어
그룹화하였고 몇 차례의 재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앞서 작성한 Persona 를 통해 실제 인터뷰 대상자를
10 대~60 대 남/녀 각 한 명씩 총 12 명을 선정하였다.

2 가지 헤더를 도출하였다.

표 1. 사용자 인터뷰 개요

조사목적

실제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여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관찰함
조사 방법

Contextual Inquiry 실시

조사 대상

앞서

작성한

Persona

를

기반으로

10~60 대 스마트폰 사용자 12 명
조사 기간

그림 2 Affinity Diagram 을 활용한 사용자 인터뷰 결과

2017.03.06 ~ 2017.03.20, 90 분씩 소요

위 표가 앞에서 Step1 부터 Step4 단계의 순으로

인터뷰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특정 task 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필요한

진행한 결과이다. Weight 은 각 Context 를 분석하며,
중복되는 Pain Point 를 발견할 마다 1 씩 증가시킨

경우에는 개입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값으로

인터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과

한

같다.

과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표 3. Contextual Inquiry 를 통해 발견한 주요 Pain Point

예시)사용자 집안, 카페, 음식점, 교통

Pain Point

수단, 외부 등

지시 사항

분석한

그 중 Weight 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사항은 다음과

표 2. 사용자 인터뷰 환경

이용 환경

중점으로

손조작모드에 따른 인터랙션의 문제로 인한 불편한
점이 가장 많았다.

사용자에게 요청할 task, task 수행장소, 이용환경
등을 기록한 관찰기록지를 준비하였다.

과업 장소

사용성을

TOP1

과업이 이루어지는 이용 환경

포커싱을
위해서는

하기
화면을

예시)사용자가 한 손에 노트북 가방을

터치해야하므로

들고 가만히 서있는 상태

손 사용해야함

사용자가 해야 할 과업

TOP2

줌

기능을

위해서는

예시)앞에 놓인 음식을 촬영해 주세요.
사용자 당 약 90 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TOP3

Usability

74

조작성

72

조작성

65

조작성

다른
쓰기

멀티터치를

해야하므로
사용해야함

이렇게 준비한 관찰기록지를 기반으로 한 명의

Weight

두

손을

한 손으로 촬영 버튼을
눌러 찍을 시, 손이
작거나 디바이스가 큰
경우 버튼이 쉽게 닿지
않아 불편함.
(손가락이 닿게끔 다시
폰을 고쳐잡음)

그림 1 사용자 인터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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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Contextual Inquiry 를 통해 다양한
사용성의 속성 중에 조작성을
핵심속성으로 선정하였다.

개선해야

Focus

할

청색을 터치하면
Focus 컨트롤이 활성화

이렇게 조작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1 단계
사용자 스터디에서는 여러 가지 finding 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손 조작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

Shutter
적색을 터치하면
Shutter 컨트롤이 활성화

사용자가

촬영관련 인터페이스를 한 손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 인터랙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Zoom 기능

초기화면에서 녹색을 터치하면 Zoom 컨트롤이

3. 유용한 한 손 모드의 제안

활성화가 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 하는

2 단계 연구인 Design 에서는 한 손 사용시의 조작성

동안 Zoom In/Out이 동작한다. 손을 떼는 순간
최근
Zoom
레벨이
유지되고
화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초기화면으로 돌아간다.

3.1 Design Goal 도출

 Focus 기능

1 단계 연구인 사용자 스터디를 바탕으로 3 가지
Design Goal 을 도출하였다.

초기화면에서 청색을 터치하면 Focus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와
연동된 실제 Focus 커서가 일정한 비율만큼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Portrait 모드 파지

이동한다.(Remote Control 적용) 손을 떼는 순간

방향을 유지하고 조작이 가능해야한다.

최근 Focus 위치가 유지되고 화면은 초기화면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하게되므로 엄지가 도달하기

돌아간다.

쉬운 위치에 GUI 컨트롤이 위치해야한다.

 Shutter 기능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폰이 거의
수직인 상태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초기화면에서 적색을 터치하면 Shutter 컨트롤이

폰을 안정하게 파지한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들을

활성화가 되고, 컨트롤이 슬라이드 스위치 형태로

효율적으로 조작이 가능해야한다.

변한다. 아래로 당기면 컨트롤 색상이 바뀌면서
일정 시간(1.5초)후에 촬영이 된다. 촬영 전에

3.2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

손을 떼면 초기화면으로 돌아간다.

3.2.1 Slide & Release Interaction

인터랙션 명칭은 모든 조작이 슬라이드로 파라미터
조정이 되고 릴리즈로 액션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인터랙션의 특징을 강조하여 “Slide & Release”라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 Slide & Release Interaction이
Zoom, Focus, Shutter 기능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명명하였다.

반응할 것인지를 구체화한 인터랙션이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Rationale은 다음과 같다.

표 4. Prototype A

 엄지를 화면에 대고 있어도 슬라이드 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안정한 파지

초기
화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세 컨트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엄지
점프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Zoom

(점프하여 컨트롤 이외의 영역을 터치하면 세

녹색을 터치하면

컨트롤 모두 비활성화 되어 안정된 파지를 유지할

Zoom 컨트롤이 활성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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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슬라이드 조작이 엄지가 움직이기 쉬운

(보통

사진을

촬영하기

전

포커싱

기능을

사용하는데, 포커싱 작업 후 추가 동작 없이 그
상태를 일정시간(2초) 유지하면 바로 촬영이

방향과 영역에 국한된다.
3.2.2 Icon Interaction

가능하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인 Icon Interaction 이 Zoom,

 모든 슬라이드 조작이 엄지가 움직이기 쉬운

Focus, Shutter 기능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구체화한 인터랙션이다.

방향과 영역에 국한된다.

표 5. Prototype B

4. 사용자 평가 및 분석

초기

Design 한 대안은 java 언어를 이용해서
Application 형태의 워킹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화면

이렇게

제작된

프로토타입과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대해 10 대~60 대 스마트폰 사용자
30 명을 대상으로 화면의 크기가 각각 5.7 인치와

Zoom

5.1 인치의 폰 2 대를 이용하여 크게 3 가지 방법으로

엄지존을 Swipe 하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Zoom 기능 활성화

표 6. 사용자 평가 개요

Focus
컨트롤을 터치하면
Focus 컨트롤이 활성화

실험목적

기존의 인터페이스, 새로운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대한 Usability 평가 실험

실험 방법

(1) NASA TLX
(2)Likert Scale Questionnaire
(3) Open-Ended Question

Shutter
컨트롤을 롱터치하면
Shutter 기능 활성화

실험 대상

10 대~60 대 스마트폰 사용자 30 명

실험 기간

2017.08.14 ~ 2017.08.28, 90 분씩 소요

실험 도구

화면크기 큰 폰(5.7 인치),
화면크기 작은 폰(5.1 인치) 2 대

 Zoom 기능
초기화면에서

청색의

엄지존

영역을

화살표

평가 대상

기존의 인터페이스,
Prototype B

평가 항목

Task1:Zoom,

방향으로 Swipe 하는 동안 Zoom In/Out이
동작한다. 손을 떼는 순간 최근 Zoom 레벨이
유지되고 화면은 초기화면으로 돌아간다.

Prototype

A,

Task2:Foucs,

Task3:Shutter

 Focus 기능
4.1 NASA TLX

Prototype A와 동일하게 작동한다.

첫

 Shutter 기능

번째로

NASA

TLX

평가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각 기능별 인터페이스의 task

초기화면에서 적색을 일정 시간(2초) 제자리

load 를 평가하였다. 이 방식은 정신적 요구, 신체적
요구, 시간적 요구 등의 여섯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롱터치하면 촬영이 된다.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Rationale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으로

 기능 선택을 위한 엄지 점프 횟수를 최소화하고,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점프하는 경우라도 짧은 시간이므로 자세에 크게

평가자들이 6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각 요인들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런 다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행한 과제에 대해 각자가 6 가지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였고, 이 평가점수와 각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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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작용이성(5.7 인치)

가중치의 곱으로써 최종적인 task 별 작업 부하
지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3 NASA TLX 평가 결과

그림 5 조작용이성(5.1 인치)

그 결과 전반적인 심리적 부하는 기존의 카메라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Prototype A 와 Prototype
B 의 순서로 높았다. 각각의 기능별 인터페이스에
대한 task load 를 보면 우선 Zoom 기능에서는
기존의 인터페이스의 심리적 부하가 가장 높았다.
이는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한 손을 사용해서
해당 기능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립가설 H1 : 화면 크기,인터페이스에 따라
조작용이성은 차이가 있다.

한 손 사용을 위한 새로운 카메라 인터페이스 설계의

 F관찰값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Focus
기능에서는 세가지 인터페이스 모두 전반적으로

(1) 화면 크기에 따른

심리적 부하가 높았다. 이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같은

F관찰값(16.91) > F기각치(4.17)

경우는 엄지 손가락이 닿기 어려운 영역을 Focusing
하게 되는 경우, 또한 Prototype A/B 의 인터페이스

(2) 인터페이스에 따른
F관찰값(8.17) > F기각치(3.32)

같은 경우는 컨트롤(버튼)을 얼마나 이동시켜야 이와

(3) 교호작용에 따른

연동된 실제 포커스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다소 힘들고 직관적이지

F관찰값(0.76) < F기각치(3.32)

않았다는 주요 이유 등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우선 ANOVA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화면의 크기와

셔터기능에서는 바로 Shutter 버튼를 터치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는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의 심리적

인터페이스에 따라 느끼는 조작용이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면의 크기가
클수록 전반적인 조작용이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볼

부하가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컨트롤을
일정 시간 동안 누르면 작동하는 비교적 수월한
Prototype B 가 낮고 셔터 컨트롤을 터치하다가

수 있었고, 인터페이스에 따라서는 줌이나 포커싱
기능 이용시 한 손으로의 조작이 가장 불편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의 조작의 용이성이

촬영을 위해서는 아래방향으로 또 다시 조작해야
하는 Prototype B 의 심리적 부하가 가장 높았다.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Design Goal 과 연관 있는

4.2 Likert Scale Questionnaire

1 번~3 번 문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카메라 대비
Prototype
A/B
에서
조작용이성이
많이

두 번째로는 5 점 척도의 Likert scale 을 이용하여
조작용이성, 학습용이성, 만족도를 측정을
ANOVA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고

4.2.2 학습용이성 Likert Scale 평가 결과

4.2.1 조작용이성 Likert Scale 평가 결과
조작용이성

항목에서는

화면의

크기가

학습용이성 항목에서는 크게 3 가지 문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각

5.7 인치와 5.1 인치의 폰을 이용하여 크게 6 가지의
문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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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습용이성

귀무가설 H0을 기각하지 않음
만약 F관찰 ≥ 5.14 이면,
귀무가설 H0을 기각함
 F관찰값 : 17.33 이므로, F관찰 ≥ 5.14 이면,
귀무가설 H0을 기각함
ANOVA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별로
느끼는 만족도에는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한 손
사용을 위한 카메라 인터랙션에 대한 전반적인

 대립가설 H1 : 인터페이스별로 학습용이성은

만족도는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한 손 사용을 위한 새로운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차이가 있다.
 결정규칙 : 0.05의 유의도 수준과 df=2,9 에서

확인하였다.

만약 F관찰 < 4.26 이면,

Prototype A 의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유사한
인터랙션으로 설계된 Prototype B 와는 미미한

귀무가설 H0을 기각하지 않음
만약 F관찰 ≥ 4.26 이면,

차이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의

귀무가설 H0을 기각함

Prototype 설계가 필요하다.

 F관찰값 : 38.52 이므로, F관찰 ≥ 4.26 이면,
귀무가설 H0을 기각함

5. 결론

우선 ANOVA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별로

화면의 대형화와 베젤리스라는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

느끼는 학습용이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학습용이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아무래도

현재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조작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유저리서취에서는 여러가지 finding 이

새로운

프로토타입보다는
사용자에게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고, Prototype B 가 Prototype A 보다 점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손 조작에 따른 인터랙션의
문제로 인한 불편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세 가지 Design

높은 것은 기능 사용을 위한 컨트롤의 개수가
적으므로 사용법을 익히고 기억하기가 간단하고
수월하다는 이유 등으로 높았다.

Goal 을 도출하여 이를 모두 만족하는 두 가지 대안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형태의 워킹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4.2.3 만족도 Likert Scale 평가 결과

이렇게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NASA TLX,

만족도 항목에서는 크게 2 가지 문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Likert
Scale
Questionnaire,
Open-Ended
Question 을 활용하여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그림 7 만족도

결과

기존의

카메라

인터페이스

대비

새로운

프로토타입에서 Shutter 기능을 제외한 Zoom, Focus
기능의
심리적
부하
점수는
줄어들었으며,
조작용이성과

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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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미학 : 인터랙션은 내러티브인가
Interaction Aesthetics : Is Interaction Narrative?
이태일
Taeil Le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mimicry@korea.ac.kr
퍼소나 등에서 포함하는 이야기의 개념)을 넘어

요약문
본고는 인터랙션 “디자인”의 본령인 인터랙션의 미학을
재론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의

일환으로서,

우선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적 특성을 찾아내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사학의 중요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특성 개념을 도출하고, 일군의
디자이너에게 음악 앱의 와이어프레임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인터랙션 자체가 내러티브”라는 것이다. 인터랙션
자체가 내러티브라면 인터랙션의 미학은 서사의
미학과 통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를 경유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가 “일련의 이벤트(event)”[4]이라는 일반적
정의에서부터 인터랙션 자체가 내러티브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인터랙션이 가지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특성 개념을 연관지어

시간적 특성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하여 본고는 내러티브의 미학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
특성들을 톱아보고 이들을 인터랙션 디자인의

그

결과,

스토리-담론의

구조에

따라

제공된

와이어프레임-디자인 단계나 중핵과 위성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화면들에서 내러티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디자이너가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는
과정은 내러티브의 선별성, 개연성, 핍진성, 나아가
기대 층위와 질문 층위를 다루는 것과 흡사하며, 특히
인터랙션의 시간적 특성은 내러티브의 특성과

측면에서 해석의 가능성으로서 하나하나 연관성을
짚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사학의 중요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부각된 내러티브의
특성 개념을 도출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개념들을
적용하여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를 해체적으로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유관함을 알 수 있었다.

2. 내러티브와 인터랙션

주제어

내러티브와 인터랙션의 개념성 연관성을 이해하기

인터랙션, 인터랙션디자인, 인터랙션미학

위해 실험적인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를 진행하였다.
일군의 디자인 학생들에게 음악 앱 인터랙션의

1. 서론

기본적인

최근 인터랙션의 아름다움과 관련한 연구들[1,2]은
아름다운 인터랙션이란 어떤 것인가 혹은 어떻게

와이어프레임(그림

1)을

제공하고

각자

자유롭게 디자인을 발전시키도록 하였고 그 결과물을
내러티브와 연관지어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아름다운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수 있는가와 같이
인터랙션 디자인의 본령에 천착해 왔다. 본고는 같은
방향성에서 인터랙션의 미적 본질과 디자인의 미적
접근에 관한 일련의 연구의 시작점이다.
서사학에서 바르트[3]는 “서사는 신화, 전설, 우화,
성화, 단편소설, 서사시, 역사, 비극, 추리극, 희극,
무언극, 회화, 스테인드글라스의 창, 영화, 지역뉴스,
일상대화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일종의

내러티브라면,

인터랙션

또한

내러티브인가 혹은 왜 내러티브인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관점은 디자인 대상물의
컨텍스트로서 이야기를 상정하는 것(예. 시나리오,

그림 1. 실험에서 제공된 와이어프레임

2.1 파블라(fabula)/스토리(story)/담론(discourse)
내러티브는

구조적으로

본질적

단계를

가진다고

주장된다. 채트먼[5]은 내러티브를 그것의 내용인
“이야기”와, 그것이 표현된 “담론”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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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에서 진행된 디자인 중 유효한 7 명의 결과물의 일부화면을 중핵 4 개와 관련하여 배치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발[6]은 사건의 연속인 “파블라”, 특정

논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는 사건이며,

방법으로 제시된 파블라인 “이야기”, 언어의 기호로

위성은 “제거될 경우 미학적으로 빈약해질지라도

구성된 전체인 “텍스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플롯의 논리를 혼란시키지는 않”는 사건을 말한다.[5]

예를 들어, 미운오리새끼와 신데렐라는 본질적으로

실험에서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행복해진다는 같은 구조를 갖는
이야기이다.[파뷸라] 다만 본질 구조는 주인공, 배경,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인터랙션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는 화면과 그렇지

사건

되거나

않은 화면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그림 3) 디자인

신데렐라가 된 것이다.[스토리] 같은 신데렐라는 영화,
연극, 소설, 동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같은

결과물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 극명한데, 주어진
중핵에 대하여도 디자이너 자의로 다양한 위성을

이야기지만

추가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2) 여기서, 위성들은

등의

조합으로

전혀

미운오리새끼가

다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텍스트, 담론]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본질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시도를 든다면 인터랙션 패턴이 있다. [7] 메뉴 구조,

제시된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일련의

제거될 수 있으므로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어서
안되는 미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네비게이션 방식 등 UI 의 공통적인 기능 단위
구조들을 추출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다만, 기능 위주의
유형화라는 점과 개별 단위 구조가 조합을 이룬 전완
단위로 발전시킨 시도는 드문 점은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다.
실험 사례는 그 자체로 내러티브의 구조 단계에 다름
아니다. 제공된 와이어프레임은 파뷸라-스토리에
대응하고 디자인 결과물은 담론에 대응한다.
와이어프레임은 인터랙션의 본질 구조를 설계한다면,
디자인 결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인터랙션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다양한 변주로 이행된다.

“일련의 사건”인 내러티브는 핵심적인 사건-핵(nuclei),
구성적

사건-과

보조적인

2.3 선별성 / 개연성 / 핍진성
내러티브는 “사진처럼 완전히 ‘완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끼워넣을 수 있는 행위나 의미 함축의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5]이다. 이런 선별적인
특성은 이야기를 “덜읽거나(underread) 더읽게

2.2 중핵(kernel)과 위성(satellite)
중핵(kernels),

그림 3. 와이어프레임에서 중핵(빨간 사각형)과 위성

사건-

촉매(catalyzer), 위성(satellites), 보충적 사건-로
이루어지게 된다.[8] 내러티브의 중핵은 “서사적

(overread)” 하는 것이 가능케 하며, “언급되지 않는 채
지나치는
메꿀”[8]

틈새들을 사건들과 특징들, 물질들로
수 있도록 한다. 추론의 메커니즘을

동반한다는
생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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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더라도 이런 생략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생략이나 순서의 도치와 같은 내러티브의 선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개연적일
때이다. 사건과 사건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제시된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를 저버리고자 하는
욕구”[8]를 자극하거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유발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질문층위와
답변층위[8])
실험에서 카테고리 리스트로 제공하도록 한 단계를

나아가”[5]기

변용하여 사용자 스스로 키워드를 선택하고 검색

때문이다. 인터랙션에서 (그림 4)의 사례는 개연성의
활용을 잘 보여준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제시한 방식을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 디자인은 그 예이다.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변주한 이 방식은 이후의 단계와 일관적인 레이아웃을

방식이다.(그림 6)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내러티브는 “그럴듯한(plausible)”[5] 것일 때
힘을 갖는다. 서사물을 “자연화(naturalizing)”[5]하여
“실제적인 것보다는 그럴듯한 것에 호소하는”[5] 것은
내러티브의 핍진성의 전통이다. 내러티브의 핍진성이
수용자들의 경험, 교육 심지어 고정관념 등에 기대고
있는 것은 인터랙션 디자인이 새로운 가상 개념을
제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커버플로우 디자인이
소개되고 확산되는 배경에는 높은 핍진성이 있다고 할

그림 6. 질문층위 사례 : 카테고리, 앨범 리스트 기능을
키워드 서치 기능을 앞세워 변주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직접 제시하고 해답을 얻는데 집중한 결과이다

수 있다. 수용자의 수용 능력과 연관된 핍진성은 (그림
5)과 같은 디자인이 무리없이 수용되는데 역할을

2.5 시간과 플롯(Plot)

담당하며 새로운 개념의 인터랙션을 제시할 수 있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 시간은 내러티브와 인터랙션이

기반이 된다.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내러티브는 “이중의
시간 논리”를 가진다.[8] “독서의 시간과 플롯의 시간,
혹은 담론의 시간-담론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야기의 시간-서사물에서 의미화된 사건들의 지속
시간-“[5]가 상이하다는 뜻이다.
내러티브에 있어서 시간 요소에 대해 쥬네트는 순차

그림 4. 개연성 사례 : 주어진 기능을 변주하여 설명적인
리스트가 대거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I 의 전개가
자연스럽다

(ordre), 지속(duree), 빈도(frequence)로 분류하였다.
순서 특성은 플래시백이나 플래시포워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멀리(거리), 얼마나 오래(크기)
변조하는가를

말한다.

지속

특성은

담론시간과

이야기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요약, 생략, 장면,
연장, 휴지 등이 있다. 빈도는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에 관련한 특성이다.[5]
인터랙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간 변조는
흔히 일어나며 활용 가능하다. 인터랙션 플로우 내
단계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지속하거나 생략하거나,
그림 5. 핍진성 사례 : 앨범 네비게이션을 화면을 흔드는
행위로 동작하도록 디자인하였는데, 이런 낯선 방식이 가능한
것은 “그럴듯함”을 인식하는 수용자에게 있다

반복하는 등의 변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인터랙션의
시간 변주 가능성은 내러티브의 “리듬”[6] 과도
관련있다. 실험에서는 순서, 지속, 반복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시도가 군데군데 보인다.(그림 2)

2.4 기대층위 / 질문층위
성공적인 내러티브는 “종결의 결핍(lack of closure)”,
“초조함과 호기심 … 서스펜스와 놀라움의 연속”에서
달성된다.[8] 수용자의 입장에서 내러티브는 “기대를

실험에서보다 드라마틱한 예는 Beosound 3000 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CD 플레이어의
플로우가 [도어 열기 - CD 장착 - 도어 닫기 플레이(버튼)]인데 반해 [도어 열기 - 헤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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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장착 - 플레이(버튼) - 도어닫기]로 ‘헤드 열기’가
추가되고 그 효과로 ‘플레이-도어닫기’의 순서가

상태를 나타내는 서사성(Narrativity)과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간에도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도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순히 기능 추가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미학적 목표인

관점에서 무시할 수도 있겠으나, 내러티브의 순서로
해석하여 설명하고자 하자면 도치의 효과가 전체

상호작용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서사성의 전략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성과 서사성의

인터랙션의 미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관계는 본 연구가 향후 진행해야 할 주제이자 방향이다.

있다. 즉, 이 인터랙션은 퍼포먼스와 형태로 전달되는
미감과 함께, 내러티브로서의 미감 또한 달성하고

사사의 글

있다고 해석된다.(그림 7)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7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1. Petersen, M. G., Hallnäs, L. and Jacob, R. J. K.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the Aesthetics of
Interactio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2008), 15(3)
2. Hummels, C. and Overbeeke, K. Special Issue
editorial: Aesthetics of inter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2010), 4(2) 1-2
3. Barthes,

그림 7. Beosound 3000

Introduction

Analysis of Narrative,

3. 결론

to

the

Structural

New Literary History,

Vol. 6, No. 2, On Narrative and Narratives

본고에서는
있어서

R.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적

미학적

특성을

특성을

도출하고

(1975), pp. 237-272

규정함에
정의하고자

하였다. 서사학에서 말하는 내러티브의 대표적
특성들에 인터랙션을 근접시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한일섭, 서사의 이론 (2009), 한국문화사
5. 시모어 채트먼 저,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2003), 푸른사상
6. 미케 발 저, 한용환, 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인터랙션 자체가 내러티브라는 관점은 인터랙션의
디자인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소재를 여러 소설가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이야기를

(1999), 문예출판사
7. Design Patterns, ui-patterns.com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공된 와이어프레임에 대해
각각의
디자이너가
다양하게
변주하는
것은

8. 포터 애벗 저, 우찬제 등역, 서사학 강의 (2008),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적 특성에 다름 아니다.

9. 제랄드 프랭스 저,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인터랙션이

내러티브와

유사한

특성을

문학과지성사

가진다는

(2015), 예림기획

전제가 가능하다면, 내러티브가 미학적으로 고양된

- 14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스낵 컬처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툰 인터렉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obile Webtoon Interaction Optimized for Snack Culture
김지현
Jihyun Kim

최용순
Yongsoon Choi

서강대학교 Art & Technology

서강대학교 Art & Technology

Sogang University Art & Technology

Sogang University Art & Technology

wlgus960607@gmail.com

yongsoon@sogang.ac.kr

요약문

1. 서 론

인터넷이 보급되고 모바일 기기가 발전하며 같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스낵

컬처라는

새로운

문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트렌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웹툰이 대표적인 스낵 컬처의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롤과 스와이프와 같은 터치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기기가

기반 인터렉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최적화되어

보급됨에 따라 삶의 모습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는 이동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의 틈새 시간을

새로운 모바일 웹툰 인터렉션을 제안하였다. 또한

활용하여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스낵 컬처’라는

스낵 컬처 주 소비층인 20 대 5 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새로운형태의 문화를 생성했다.

인터렉션을

심층

이러한 현상에 의해, 만화 산업 또한 다른 형태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사용하게

하고

평가(만족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만화 산업 전체에서 만화책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바일 웹툰의 인터렉션의

임대업과

만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년대비

하락하고

ABSTRACT

유통업은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가

New cultural trend, Snack culture, has emerged as

이러한 현상에 발 맞추어 웹툰 서비스들은 PC 와

interaction such as scroll and swipe. In this study,

노트북 기반의 UI/UX 형태에서 모바일 기반의

we proposed how to improve the interaction in
in

their

20s

participate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대체로 PC

three
in

주

해당한다.

not optimized mainly for use with touch-based

participants

대가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90%에

is in the form of representative Snack culture, it is

addition,

제작

만화(이하 웹툰)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and time constraints. However, although Webtoon

In

20~30

비중은

만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온라인

consumers to consume culture without restriction

webtoon.

초기에는

매출액과
온라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81.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를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which allows

mobile

있으며

사용자였지만, 2016 년 청소년 웹툰 이용 여부에 대한

a result of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new

보급되던

도•소매업의

기반의 대표적인 웹툰 진행 방식인 스크롤 형태를

this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예로, 모바일로 옮겨 오면서

evaluation (satisfaction, in-depth questionnaire)

새롭게

and made positive responses. This study enabled

변형된

방식은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1~2 컷을 한

the respondent to check the conditions of the new

페이지에 두고 매 페이지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mobile Webtoon.

진행하는 형태(이하 컷툰)이 대표적이다. 이는 곧
대부분의 웹툰 서비스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PC 기반의 UI/UX 에

주제어

멈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

모바일 웹툰, 인터렉션, 스낵 컬처, 모바일

사용자가 모바일 웹툰을 사용할 때 별도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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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야한다. 모바일 웹툰이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시간에 소비하는 문화 트렌드를 지칭한다. 다양한

이용할 수 있는 스낵 컬처의 대표적인 형태임에도

사용자들의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문화 트렌드인만큼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스낵 컬처로 소비되기에는

그 범위도 소설, 만화, 드라마, 등의 기존의 형태를

아쉬운 점이 있다.

변형시킨 것 뿐만 아니라 Youtube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를 생산해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웹툰을 스낵 컬처에 좀 더 적합하게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짧은 시간 내에 문화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터렉션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에

컨텐츠를 사용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문화

대한 선행 연구로 진행되었다.

소비자들의 문화 소비 패턴을 변화시켰다.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1.2 연구 대상 및 방법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모바일 웹툰을

이는 곧 시간이 없어 보지 못하는 컨텐츠를 이동

감상하는 주 독자층인 20 대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간과 식사 시간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다른 행동을

인터렉션, 스낵 컬처, 웹툰에 대한 개념과 스낵

하면서도 문화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컬처로 소비되는 미디어 컨텐츠들의 인터렉션에

하였다.

대해서

이에 발맞추어 웹/모바일 콘텐츠 제작자들은 10 분

알아보고,

모바일

웹툰이

스낵

컬처에

적합하기 위한 형태를 구상하였다. 이에 대해서

내외의

설문을

설계한

피실험자들의

후,
답변을

DIY

평가

받아

컨텐츠들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익숙해지며 시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성적으로

결과를

스낵 컬처의 유형은 예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도출하였다.

부분을 편집한 동영상, 몇 장의 이미지로 주요 뉴스를
살펴 볼 수 있는 카드 뉴스, 60~70 컷으로 구성된
웹툰, 한 회 별로 공급되는 웹 소설 등이 있다.

2. 본문
2.1 이론적 배경

2.1.3 웹툰(Webtoon)

2.1.1 인터렉션(Interaction)

웹툰이란

인터렉션(Interaction)은 둘 이상의 대상이 영향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성공적인

스낵

컬처의

형태로

웹(온라인)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린 만화를 통칭한다.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제품이나

가장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

상호

만화를 올릴 수 있고, 다수가 이를 볼 수 있으며

작용으로 축소하여 사용하며 입력 인터렉션에 초점을

실시간으로

맞춘다. 입력 인터렉션에는 터치 기반의 탭(tab),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

드래그(drag), 등이 있으며 쉐이크(shake)와 같은

사이트를

기기 자체의 동작 등도 포함된다.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레진

코믹스와 같은 웹툰을 공급하기 위한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따르면
345

웹툰을

2015

이용하는

명(74.83%)이

주로

년에
사용자

발표한
461

스마트폰으로

자료에
명

중

웹툰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 모바일 웹툰은 컷툰, 채팅툰,
효과툰, 등의 방식으로 모바일 웹툰 사용자들에게
다양성과 몰입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림 1 입력 인터렉션 예시

대표적인 UI 는 스크롤, (터치를 이용한) 스마트 툰,
(슬라이드) 컷툰이다.

2.1.2 스낵 컬처(Snack Culture)
스낵 컬처는 ‘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라는 의미로 과자를 먹듯 5~15 분의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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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낵 컬처 미디어 인터렉션

방식과는 다르게 좀 더 빠르고 세분화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에 컷마다 댓글, 좋아요

2.2.1 모바일 디바이스의 입력 인터렉션 종류

등의 기능 버튼이 추가 되면서 터치 인터렉션은 만화

모바일 디바이스의 입력 인터렉션은 크게 기기

화면에서

내부에서 터치 기반의 인터렉션인 터치와 스크롤과

스와이프 인터렉션을 통해 모바일 웹툰을 감상하게

모션을 인식하는 방식(그림 1 참고)과 소리와 온도

되었다.

메뉴

버튼이

생성되는

기능을

하고,

등의 외부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들은 터치
기반의 인터렉션을 주로 사용하고 게임, 카메라, AI
등 모바일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정보를
인식한다.

그림 3 스마트툰과 컷툰의 인터렉션 UX

2.2.3 웹툰 이외의 스낵 컬처 미디어 인터렉션
모바일 웹툰 이외의 스낵 컬처는 영상 컨텐츠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그림 2 카메라 입력 인터렉션 어플 <푸딩 얼굴 인식>과

보유하고 있는 영상 플랫폼인 Youtube 의 경우

음성 입력 인터렉션 어플 <S 보이스>

사용자가 선택하는 영상들의 데이터를 모아 취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 동영상’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시청할 영상을 고르면, 그

2.2.2 모바일 웹툰의 인터렉션

영상과 비슷한 성격을 띄는 ‘다음 동영상’이라는

웹툰을 감상하는 주 매개체가 PC 일 때부터 시작된

기능을 제공하여 현재 시청하고 있는 동영상이

가장 기본적인 인터렉션은 스크롤이다. 잡지 만화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별도의 동작이나 명령 없이도 본인

사각형의 틀 안에 분할되어 좌우로 진행이 된다면,

취향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웹툰은 상하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이지를 넘겨야 하거나 시선을 페이지에 따라
상하좌우로 모두 움직여야하는 것을 없앴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다운 받아야하는 부담이 있고,
스크롤을 내리며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네이버에서 2014 년에 도입한
스마트툰은 컷 단위로 페이지를 구분하여 터치
인터렉션으로 모바일 웹툰을 감상하게 하였다. 화면
어디든

터치를

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스토리 전개에 맞게 줌(zoom) 기능이
가능해졌고, 좌우 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이동 효과를
낼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네이버 모바일 웹툰은 이러한 스마트툰의 페이지

그림 4 Youtube 어플리케이션 홈 화면과 재생 화면

형식에 각 컷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컷툰을 2015 년에 도입하였다. 한 회 차를 모두 보고
나서야 댓글을 달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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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및 결과
3.2.2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모바일 웹툰

기존의 스낵 컬처의 인터렉션에는 웹소설, 웹툰과
같은

스와이프

및

스크롤

인터렉션

외에도

피키캐스트의 동영상 자동 재생 기술 ‘AV’와 같은
시간에 따른 시간 설정 인터렉션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웹툰에

위와

같은

새로운

인터렉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웹툰을 감상할 수 있는
prototype(이하 실험 모델)을 제작하여 모바일 웹툰
사용자들이

모바일

웹툰의

기존

진행

방식인

스와이프 를 이용한 컷툰과 기존의 터치 기반에서
탈피하기

위해

마이크로폰과

시간

그림 5 마이크로폰 인터렉션 실험 모델 제안

설정을

이용하였으며 DIY 평가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마이크로폰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소리를
입력시키면 화면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 소리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앞’, ‘뒤’ 등의 직접적인

3.1 기존 모바일 웹툰의 문제점

소리 명령어가 될 수도 있고 ‘음’과 같은 감탄사로 할

기존 모바일 웹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수도 있다. 혹은 책상 등의 단단한 물질을 두드리는

반드시 스와이프나 스크롤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소리로 인터렉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연구

손을 이용하여 컨트롤 해야만 한다. 이는 모바일

모델에서는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로 한 번 두드리면

컨텐츠 또한 PC 기반의 마우스와 키보드와 같은 입력

다음 장면, 두 번 두드리면 이전 장면, 세 번을

장치 인터렉션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두드리면 웹툰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설정하였다.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음성 등의 방법의 입력 인터렉션을

3.2.3 시간 설정을 이용한 모바일 웹툰

사용할 수 있다.

3.2 연구 모델 설정
3.2.1 평가 참여자
평가 참여자들은 웹툰 컨텐츠의 형식에 익숙한 3 년

그림 6 시간 설정 인터렉션 실험 모델 제안

이상의 사용 경험이 있는 20 대로 타겟을 맞추었다.
또한 이용 빈도를 3 단계로 구분하여 최대한 다양한

시간 설정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한 페이지의 웹툰을

의견을 받고자 하였고 모바일로 한 번 이용 시,

감상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다수의

주기적으로

어떠한 제스처나 모션 없이도 자동으로 화면이

감상하는 사용자, 오랜 기간 동안 웹툰 서비스를

이동하는 방식이다. 한 회의 마지막 장면까지 감상한

웹툰을

감상하는

사용자,

이용했던 사용자 등, 사용 형태나 기간이 다른 평가

이후에는 설정한 시간 이후에 자동의 웹툰의 목록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평가

창으로 이동한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컷툰과 같이 오른 쪽 방향으로 스와이프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1. 평가 참여자 특성
구분

연령

이용 빈도

특이사항

A

만 22

1~2 일/주

웹툰 몰아 보는 것을 좋아함

B

만 25

5~6 일/주

웹툰 어플리케이션 사용

C

만 21

7 일/주

2008 년부터 웹툰 이용

D

만 20

7 일/주

2005 년부터 웹툰 이용

3 명 내외의 사용자로부터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E

만 21

3 일/주

웹툰을 오로지 모바일로 이용

방식이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없으나,

3.3 DIY 평가
DIY(Do It Yourself) 평가 방법은 소규모의 자원으로
당장 개선할 문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다른 기존의 평가 방식에 비해 적은 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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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평가 참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적은
자원으로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3.5 만족도 평가 결과

있어 초기 연구에 도입하기 적절하다

표 4 평가자 만족도 결과(최고점 5.0)
구분

실험 모델 1

실험 모델 2

실험 모델 3

A

3.5

4

1.8

B

2.0

2.7

5.0

느끼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따라서 평가는 모바일

C

3.0

4.0

3.5

웹툰 서비스 사용에 익숙한 5 명의 평가 참여자에게

D

3.0

5.0

3.0

동일한 웹툰을 제시하고 각각의 웹툰에 대한 만족도

E

4.0

4.0

2.0

Average

3.10

3.94

3.06

3.4 Task 설정
본 연구에서는 입력 인터렉션에 따른 모바일 웹툰의
진행 방식에 대한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더 편하게

평가와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컷툰(실험 모델 1), 마이크로폰
인터렉션

실험

모델(실험

모델

2), 시간

설정

인터렉션 실험 모델(실험 모델 3)에 대하여 각각

평가 결과를 간단한 만족도의 수치로 나타내면

진행했다. (표 2)

다음과 같다.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최고 만족한 경우 5.0 의 점수를

또한 이 태스크를 시행한 이후, 평가 참여자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결과는 실험 모델 1(컷툰)에 비해

심층 인터뷰를 요청하여 표 3 과 같은 기본 설문

실험 모델 2(마이크로폰)은 긍정적인 평가를, 실험

문항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모델 3(시간 설정)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표 2 Task 항목

받았음을 볼 수 있다.

항목

Task

모바일 웹툰
페이지 이동

Task1. 해당 만화의 페이지를 이동하여
보세요.

모바일 웹툰 감상

Task2. 해당 만화를 전체를 감상하세요.

소비한다는 평가 참여자는 하루에 보는 웹툰의 양이

모바일 웹툰 목록 Task3. 해당 만화의 목록으로 이동해
이동
보세요

많아 매일 보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아야

3.6 심층 설문 결과
여가 시간에 웹툰을 보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하며, 일정이 많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던
웹툰을 더이상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대답했다.

표 3 설문 문항
항목

설문 문항
웹툰을
페이지를
불편하였습니까?

모바일 웹툰
페이지 이동

“제 경우에는 하루에 웹툰을 보는 양이 1 시간
이상은 돼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서 하는 여가
이동하는

것이

웹툰을 페이지를 이동하기 위한 명령이
부자연스러웠습니까?
각각의 이동 방식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모바일 웹툰 감상

모바일 웹툰

웹툰을 감상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렉션이

이동 인터렉션이 웹툰 감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목록 이동

어떠한 방식이 가장 목록 이동에 편리
하셨습니까?

총괄 질문

어떠한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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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데, 정말 바쁠 때는 보기가 힘들죠. 밥을
먹거나, 다른 일을 하며 영상처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웹툰은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웹툰의 인터렉션으로
선택하였던 컷툰에 대한 반응은 왜 굳이 스와이프
방식을

사용하는

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한

참여자는 오히려 처음에 스크롤 방식으로 모바일
웹툰 이용을 시도하다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컷툰은 딱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편한 점이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 평소 보던
방식이라 익숙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세로로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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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하는지, 그렇다고 가로로 넘기면 좀 더

장면들도 있는데 타이머 설정을 하니 이 점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지도 모르겠고.”

별로네요.”

또한 소리를 이용하여 모바일 웹툰을 이용하는

“개인적인

인터렉션에

손이

장면마다 분명 그 차이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워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페이지를

웹툰이 한 컷마다 인물의 수나 대사의 양이 정해진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성향으로는

굉장히

빨리

읽는데,

게 아니니,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는 의견을 주며 기존의
컷툰 방식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용이

공통적으로는 세 방식 모두 페이지 이동이나 이동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한 명령에서 불편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의 문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이었어요.

없었다고

핸드폰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웹툰을 보는데, 늘 볼 때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인터렉션 방식에 기존의 컷툰 방식을 답한 평가자는

보니까 자세도 안 좋고 보고 나면 목도 아프고,

없었으며,

컴퓨터로 봤다가 핸드폰으로 봤다가 번갈아 가며

개선점을 제시하며 응답해주었다.

새로운

형태의

인터렉션에

대하여

자세를 바꾸거든요. 이렇게 소리로 화면을 전화할
수 있다면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편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결론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웹툰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있었다.

인터렉션 방식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하면서

모바일 웹툰 사용자 5 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보기에는 좋은데, 음성 인식이 노크(knock) 형태

평가 참여자 만족도 결과, 자신의 모바일 웹툰 감상

“확실히

손이

자유로워서

다른

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방식도 열려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스와이프 방식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노크하며 보려니 어느 정도

컷툰보다는 새롭게 제안된 마이크로폰이나 시간 설정

손이 묶여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리고 핸드폰을

인터렉션을 사용한 실험 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더

바닥에 올려두면 안 될 것 같고 꼭 거치대가

높게 나왔음을 볼 수 있다.

있어야할 것 같아요.”

만족도

시간 설정 인터렉션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다. 이에

평가

결과,

평가

모두 소리 인터렉션에 대해서 컷툰보다 긍정적인

웹툰을 볼 수 있다면 웹툰으로 인한 시간 소비가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시간 설정 인터렉션에 대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의

방식보다도

문제점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제 눈높이에 맞게 핸드폰이

평가자가

있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편하게

만족해하는 참가자가 있었다.

감상할 수 있는 거네요.”

대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주장이

좀

즐기는

매체에

대한

차이와

평가했던

참가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인터렉션에

컨텐츠를

대해서 기존의 방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평가 참여자들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정적으로

반면

지적하는

우선 모바일 웹툰 사용자들은 기존의 컷툰 방식에

소비하는 개개인의 속도 차이로 인한 차이로 인한
참가자와

있었고

있다고

이에 대한 원인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더

강력했다. 이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평소에

새로운

인터렉션에 대해서 큰 편차를 보였다. 평가 참여자

만족하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인터렉션의 방식과 기존의 방식

모두

중에서 선택하여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개선 사항이 있었다.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기존의 컷툰 방식보다 더 별로인 것 같아요.

모바일 웹툰을 동일한 방식으로 감상하였음에도

드라마나 영화는 카메라가 바뀌어도 인물이나

불구하고 평가 참여자 5 명 모두의 반응이 달랐다는

배경이 연결되니 (감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점이다.

웹툰의 경우에는 심리 상태를 묘사하거나 과거
회상이나 미래 상상 등의 현실을 초월하는 장면들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평가 참여자가 기존의 모바일

있어서 보기 힘들어요. 만화의 특성 상 복붙(복사 및

웹툰의

붙여 넣기)으로 반복되는 장면들은 빠르게 넘기고

타겟층으로 진행한 사전 연구로서 5 명으로 진행하는

싶고, 화면이나 사건이 전환되면 오래 보고 싶은

DIY 평가 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인터렉션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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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20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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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툰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적은 평가 참여자의 수에 의해 유의한
통계적 수치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인터렉션을

도입하였을

때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고 향후 본 연구에 웹툰의
인터렉션과 UX 에 관련되어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모바일 웹툰이 스낵 컬쳐의 대표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간을

투자하여

소비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새로운 인터렉션 방식을
도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선행 연구로
진행하였다. 추후 더 많은 평가 참여자를 모집하여
모바일 웹툰의 인터렉션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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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게임 팀 플레이에 있어서 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팀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또한, 게임
내에서 유저 간의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은
채팅 기능이다.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여 대화를
나누는 게임 내 채팅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채팅을 입력하면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저들은
음성 채팅 플랫폼을 사용하여 팀원들과 소통한다.
유저들은 음성 채팅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플레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온라인 게임 플레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의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를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의
특징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사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유저들이 음성 채팅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게임 플레이를 돕는 기능을 목적으로
출시되는 음성 채팅 플랫폼들이 다수 등장했다.

음성 채팅 플랫폼, 게임 팀플레이, 실시간 대화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두 명 이상의 게임
유저들이 서버에서 팀을 이루어 협력을 하는 팀플레이
방식의 게임이 성행하고 있다. MMORPG 장르가 그
예시로, 게임 플레이에서 팀워크가 중요시되고 같은 팀
내 유저 간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게임
플레이를 위한 유저들의 음성 채팅 플랫폼의 사용
사례가 늘었다.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사용은 팀 플레이 방식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저들이 형성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인기와 견주어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미비히다.
따라서 최근 게임 유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플랫폼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유저들로부터
널리 쓰이는 음성 채팅 플랫폼 다섯 가지에 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각 플랫폼 별 특징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온라인 게임 플레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들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Rollings, Adams(2004)는 “Game Design”에서 게임의
채팅 기능의 특성에 대해 서술했다. 언어 필터, 진정과
경고 시스템, 다른 플레이어들 무시하기, 대화 내용
정화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들은 게임 채팅의 이러한
기능들이 게임 플레이 환경 내에서의 인터랙티비티를
실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서술한다.[1]

한국의 음성 채팅 플랫폼은 한국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1990 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2000 년대 부터 활성화되어 인터넷 유저들로부터
사용되었다. 음성 채팅 플랫폼은 처음부터 게임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Dmitri, Scott(2007)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사용 시
음성(목소리)은 유저 간의 유대감을 더 강한 수준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유저들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음성 채팅 플랫폼 사용의 문제점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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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대한
정의한다.[2]

유저들의

지속적인

노출’이라고

박희진(2005)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요소와
특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기술적, 물리적 속성이고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속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속성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세부 속성들을 정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들에게 사적 기능부터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한다고 서술한다.[3]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온라인 게임의
플레이에 있어서 음성 채팅 플랫폼의 사용은 유저 간의
인터랙션에 도움을 주는 소통의 매개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채팅 플랫폼의 장기적 사용은 사회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인신공격성 발언,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유저들을
통제하는 기능의 부족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단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총 다섯 단계로 나뉜다.
첫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인벤’에서 조사한
‘유저들로부터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게임 응성 채팅
플랫폼’의 결과와 더불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음성
채팅 소프트웨어’ 검색 결과를 토대로 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 플랫폼들이 갖추고 있는 기능과
그 특징을 파악한다.

플랫폼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번째, 심층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뒤, 새롭게
발견된 사항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3.2 사례 조사 방법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인벤(www.inven.co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다섯 가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를
조사했다.[4]
그러나 인벤의 조사 결과 선별된 다섯 가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들은 2013 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므로, 유저들이 최근 사용하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을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 조사 결과에
포함된 플랫폼 ‘레이드콜’은 사용자 부족으로 한국
서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두 가지(디스코드, 엔씨톡)를
사례조사 항목에 추가하였다. 항목 추가 기준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음성 채팅 소프트웨어’ 검색 결과
상위에 등장하는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표 1.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종류
플랫폼

개발사

서비스년도

1

토크온

SK
Communication

2007

둘째, 사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사례 분석’ 단계를 거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음성 채팅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다.

2

디스코드

Discord

2015

3

엔씨톡

NC Soft

2009

4

스카이프

Skype

2003

셋째, 사례 분석 결과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유형화를
통해 다섯 가지 게임 음성채팅 플랫폼의 특징을
정리한다. 본 연구를 위해 쓰인 사례 분석 기준은
박희진(2005) 연구자의 ‘온라인 매체 요소의 속성
표’에서 제안한 항목들과, Rollings, Adams(2004)가
제안한 ‘게임 채팅 기능의 특성’이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항목들도 유형화 표에
추가하였다.

5

팀보이스

Team Voice

2008

넷째, 다섯 가지 음성 채팅 플랫폼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저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형화 결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섯 가지 음성 채팅

조사 결과, 다섯 가지 음성 채팅 플랫폼 중에서
한국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세 가지(토크온, 팀보이스,
엔씨톡)이고, 나머지 두 가지 플랫폼은 미국에서
개발한 플랫폼(디스코드, 스카이프)이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플랫폼은 ‘스카이프’(2003)이고,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토크온’(2007)이 가장 오래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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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 조사
3.3.1 토크온

그림 1 토크온 이미지

그림 2 디스코드 이미지
또한 유저들로부터 서버의 안정성과 보안성, 뛰어난
음질의 음성 채팅이 지원 된다는 평을 받았다.
PC-모바일을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큰 장점이다. 개별 서버를
생성 할 수 있으며, 게이머들이 채팅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코드를 생성하여
배포하면 초대 받은 상대방이 바로 채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 계정에 게임 프로필을 설정할 수도
있고, 플랫폼 사용 중에도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

토크온이 주목을 받기 이전에 ‘한게임’사의
‘게임톡’이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이었다. 게임톡은 게임과 무관한 이용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2013 년 9 월
서비스를 종료했다.[6]
게임톡을 사용하던 다수의 유저들이 게임톡과 비슷한
포맷을 갖춘 토크온으로 옮겨가서 국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게 된 음성 채팅 플랫폼이 되었다고
조사되었다.[7]
토크온은
네이트와
네이트온
개발사인
SK
Communication 사의 플랫폼이다. 네이트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네이트온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0 명의 사용자가 대화방에 참여 할 수
있다. 유저들로부터 타 플랫폼과 비교하여 음질이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5]
토크온의 대화 채널 서버는 게임, 쇼핑, 뉴스, 외국어,
수다 등으로 카테고리의 종류가 타 플랫폼들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편이다. 게임 이외에도 사용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서버가 다수 개설되어 있어서 게임
유저가 아닌 일반 음성 채팅 사용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상대방을 친구로 등록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 별 채널에 접속한 후에 팀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대화방을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로그온 후 빠르게 대화방에 참여할 수도
있다.[8]
↲

그림 3 디스코드에서 제공하는 타사 음성 채팅
플랫폼과 디스코드의 비교 자료
그림 3 은 디스코드에서 타사의 음성 채팅 플랫폼과
디스코드의 기능을 비교한 결과이다.[10]
디스코드는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타 음성
채팅 플랫폼들과 비교하여 CPU 사용량, 이미지비디오-링크 공유 기능, 음질 등의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스코드는 타 게임 음성채팅
플랫폼과 비교하여 유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기능이 무료라는
점이 다수의 게임 유저들로부터 인기를 끈 이유로
추정된다.[11]

3.3.2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2017 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플레이 하는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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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저들은 디스코드가 출시되기 이전에 주로
스카이프를 사용 해왔지만 현재는 디스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카이프는 3 인
이상이 음성 채팅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한 명씩
초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디스코드는
코드를 생성하여 상대방을 간단한 방법으로 초대하여
음성 채팅을 즐길 수 있다.[12]

함께 인터넷 영상 전화와 음성 전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저들로부터 통화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음성 확인을 위해 사운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스피커 기능을 갖추고 있고, 테스트 사운드와
함께 플랫폼 내에서 음성 인식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시간 번역 기능을 갖추어 외국인들과도 수월하게
음성 채팅,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친구 찾기 기능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최대 25 인까지의 음성 채팅 및
그룹 통화가 가능하다. 공정 사용 정책에 따라 그룹
통화는 매월 100 시간, 매일 10 시간이라는 사용 시간
제한이 존재한다. [14]

3.3.3 엔씨톡

3.3.5 팀보이스

그림 4 엔씨톡 이미지
엔씨톡은 엔씨 소프트 사에서 개발, 서비스 하는 음성
채팅 플랫폼이다. 본래는 엔씨 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후에 정식 출시 및 업데이트 단계를
거치면서 타사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엔씨톡을 사용하고
있다.[12]

그림 6. 팀보이스 이미지
팀보이스는 스팀 런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음성채널을 전체/팀원/없음 등의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설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화방 입장/퇴장 시 채팅방 인원에게 알림이 뜨고,
음성 채팅 전용 채널인 ‘패밀리’ 기능이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 최적화된 Vol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지원한다.

리니지와 리니지 2 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동일 서버
유저들과 보이스 채팅 진행이 가능하다. 아이온
유저들은 동일 서버, 동일 종족 캐릭터를 보유한
유저들과 보이스 채팅이 가능하다. 최소인원 2 명부터
최대인원 200 명까지 채팅방 입장 가능 인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50 명 이상의 채팅방의 경우
말하기 인원은 10 명으로 제한된다. [13]

즐겨찾기 기능과, 즐겨 찾기에 추가한 채팅방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주소 복사 기능이 있다. 스피커와
마이크에 자체 볼륨을 적용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3.3.4 스카이프

그러나 플랫폼 사용 중 음성이 끊기거나 상대방의
음성 자체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15] 팀보이스는 토크온과 비교했을
때 평일 접속자 수가 1~2 천 명 수준으로 국내
사용자는 매우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16]
그림 5 스카이프 이미지
스카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을
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메신저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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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례 분석 기준

4. 분석 결과
표 2.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분석 결과 유형화
토크온
채
팅
기
능
속
성

대
인
간
상
호
작
용
지
원
기
능

그림 7 박희진(2005)의 온라인 매체 요소의 속성 표
연구를 위해 박희진(2005) 연구의 유형화 틀에서 본
연구에 대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사례들을
적용시켜보았다. 박희진(2005)은 미디어 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속성을
그림 7 과 같이 정의했다.

타인
무시

O

O

오버
레이

O

O

9명

200 명

25 명

16 명

커뮤
니케
이션
방향
성

일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기타
속성

1.
음성변조

1.
PC/모바
일메시지
연동가능

1.
서버
구분
없이
채팅

1.
PC/모바
일메시지
연동기능

1.
보이스
이모티
콘

커뮤
니케
이션
유형

O

2.특정
사용자
볼륨조절
4.잠수
채널설정

2.
채팅방
투명
기능

O

2.
통화중
채팅가능
3.
리얼타임
동시번역

5.채팅
서버간편
관리가능

일대일

일대일

일대일

일대일

일대일

다수대
다수

다수대
다수

다수대
다수

다수대
다수

다수대
다수

1.
무설치

1.
PTT
단축키
제어
기능

1.
사운드
체크스피
커 기능

1.
단축키
(Ctrl+
T)로
실행/
종료

일대다수

1.
싸이월드
연동사용
2.
게임커뮤
니티서버

2.
램사용용
량최소화
3.코드생
성/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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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 명

5.
일상커뮤
니티

단
점

O

최대
참여
인원

4.노래
공유

기
술
적
지
원

팀보이
스

O

3.강제
퇴장가능

또한, 플랫폼 사용자의 입장에서 음성 채팅 기능의
특징을 찾기 위해 Rollings, Adams(2004)가 제안한
‘게임 채팅 기능의 특성’ 네 가지에 사례를 대입해
보았다. 언어 필터, 진정과 경고 시스템, 다른
플레이어들 무시하기, 대화 내용 정화가 이에
해당한다. 덧붙여, 본 연구를 위해 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항목들을 표 2.의 하단에 정리하였다.
추가 항목으로는 각 플랫폼마다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 요소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용자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한 ‘단점’ 항목이 있다.

스카이프

경고
벌점

2.대화방
주소
바로입장

커
뮤
니
케
이
션
속
성

엔씨톡

언어
필터

그는 온라인 매체 요소의 속성이 크게 기술적. 물리적
속성과 커뮤니케이션 속성으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물리적 속성의 하위 개념으로는
의미 표현의 종류와 외형적 특징, 대인간 상호작용
지원 가능, 대인간 상호작용 지원 이외의 기능 등이
있다고
서술한다.
커뮤니케이션
속성의
하위개념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있다고 서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희진(2005)이 주장한 온라인 매체
요소의 속성의 하위 개념들 중에서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특성에 대입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여 본
연구의 사례에 적용했다. 기술적, 물리적 속성
중에서는
대인간
상호작용
지원
기능과,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수집한 정보에 대입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디스코드

말하기인
원 10 명
제한

2.
음성인식
자동확인

친구추가
기능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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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 프로필 란에 유저가 플레이하는 게임
정보를 기입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보다 램 사용량이
적어 게임 플레이에 원활하기 때문이다.

표 2.는 사례 조사를 실시한 다섯 가지 플랫폼을
유형화의 틀에 대입해 본 결과이다. 유형화를 통해
발견된 사례 분석 결과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1 토크온의 강점
다섯 가지 플랫폼 중에서 토크온이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네이트, 싸이월드와 연동 로그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저들의 접근성이 높았다.
둘째, 토크온은 싸이월드 미니홈피 서비스의 인기와
더불어 2007 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음성 채팅 플랫폼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싸이월드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그래픽과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유저들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셋째,
토크온은
주사용
연령층이
대부분
10 대~20 대의 젊은 층이다. 이를 중점에 두고
토크온은 유저들에게 ‘게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음성 채팅을 즐기는 일반 사용자와
게임 음성 채팅을 즐기는 게임 유저들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넷째,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에 다른
카테고리(수다방, 고민 상담방)의 채팅방에 참여하여
일반 음성 채팅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상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토크온이 게임 유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종합해보면, 인터넷 유저들에게 익숙한
싸이월드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예전부터 사용해 온
플랫폼처럼 느끼게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 사용자층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게임,
수다)에 걸맞는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토크온이 오랜 시간 인기를 끌어온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4.3 그 밖의 문제점
스카이프와 팀보이스가 토크온, 디스코드와 비교했을
때 낮은 사용자 수를 보유한 이유는 채팅 중 음성이
끊겨 들리거나 접속이 끊기는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거나, 일일이 친구를 한 명씩 초대해야 하는
불편함과 같은 이유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이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을 선택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편안한 환경’이라고 추정 해 볼 수 있다.
4.4 다섯 가지 플랫폼의 한계점
다섯 가지 플랫폼 중 ‘강제 퇴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플랫폼인 ‘토크온’이 가장 많은 유저 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게임 유저뿐 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음성 채팅 중 일어나는
언어의 폭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례 조사한 다섯 가지 플랫폼
모두 ‘특정 단어(비속어)사용 금지’ 기능이나 ‘단어
필터’ 기능 등의 언어 필터 기능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다섯 가지 플랫폼 모두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후속 조치나 개선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5. 심층 인터뷰
표 2.의 유형화 표를 바탕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다섯 가지 플랫폼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저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저들은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동시에 게임 팀플레이를 위해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10 인을 기준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질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4.2 디스코드의 강점
디스코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 플레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음성 채팅 플랫폼으로 선정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PC 와 모바일 환경에서 별도의 설치 과정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하는데
걸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이다.

1. 다섯 가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중에서 토크온이
가장 많은 국내 사용자를 보유한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이라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가?
2.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플레이에
디스코드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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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사전에 준비한 두 가지 질문 이외에는 실제
게임 플레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유저들의 경험
정보와 기타 세부적인 의견 수집을 위해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한 10 명의 모든 유저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8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털 사이트에 ‘게임
음성 채팅’을 주제어로 검색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 ‘게임 음성 채팅 욕설 고소’ 관련
내용일 정도로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사용 중 유저
간의 욕설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각 플랫폼 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18]

5.1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현재 게임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은 토크온이 아닌 디스코드 라는 것이었다.
(10 명중 10 명 응답) 토크온이 국내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1 위가 아니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질문
했을 때의 응답은 “토크온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으로 1 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음성 채팅
플랫폼으로 1 위를 차지한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보다 일반 음성 채팅 플랫폼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다양하고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으로는 현재 디스코드가
압도적으로 1 위이다.”이었다.
이어서 디스코드가 게임 팀플레이 방식을 따르는
온라인 게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의 응답 중 1 위를 차지한 의견은
“다른 유저들이 배틀 그라운드나 오버위치 등의
게임을 플레이 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디스코드
라서”(10 명중 8 명)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음질이 깔끔하고 카카오톡 처럼 설치하기도
쉽고 사용 방법도 가장 간단하기 때문”(10 명중
7 명)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림 8 네이버 ‘게임 음성 채팅’ 검색 결과 화면

표 2.의 유형화 결과와 유저 인터뷰 결과의 차이는
게임 유저들이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은 토크온이 아닌 디스코드라는 것이다.
또한, 유저들이 디스코드를 통해 즐기는 게임은 ‘배틀
그라운드’(10 명중 9 명)나 ‘오버워치’(10 명중
5 명)로 게임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코드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하루 평균 900 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게임 팀플레이를 즐기는 유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17]

6. 결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게임 중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을 즐겨
사용하는 ‘소통형’ 플레이어들과, 음성 채팅 사용을
꺼려하는 ‘개인형’ 플레이어들이다. 모르는 사람과
음성 채팅을 하며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유저들이 음성
채팅 플랫폼 사용 중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의
사용을 꺼리는 유저들이 있다.

사전에 준비한 두 가지 질문 이외에 자유롭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기된 이슈는 ‘익명성에 따른 무분별한
비속어의 사용’ 문제였다. 유저들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을 통해 팀플레이 방식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섯 가지 음성 채팅 플랫폼
모두 채팅 중 무분별한 욕설과 인신 공격성 발언을
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고 밝혔다.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은 유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통이 진행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인신공격성 단어 및
성차별적 단어의 사용에 관한 규제 등)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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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발견된 문제점 또한 인신 공격성 채팅에 따른
유저들의 정신적 피해였다.

11.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
o=787350
12.http://news.topstarnews.net/detail.php?number
=259004
13.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
ard/4/?n=14511
14. http://nctalk.plaync.co.kr/
15. http://skype.daesung.com/
16. http://osen.mt.co.kr/article/G1109683291
17.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
ard/4/?n=14511
18.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
09/26/2017092601975.html
19.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
in&query=%EA%B2%8C%EC%9E%84%20%EC%
9D%8C%EC%84%B1%20%EC%B1%84%ED%8C
%85&kin_sort=0&c_id=&c_name=&sm=tab_opt
&sec=0&title=0&answer=1&grade=0&choice=0&
nso=so%3Add%2Ca%3Aall%2Cp%3Aall&ie=utf8
&mson=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개발사들은 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채팅
기능과 같이 ‘금지어 차단 기능’이나 ‘단어 음성 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특정 단어를 사용 할 경우 단계적
경고 과정을 거쳐 퇴장을 시키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게임 음성 채팅 중
언어폭력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유저들의
게임 음성 채팅 파일을 분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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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비스디자인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참여하여 함께 디자인하는 새로운 시각이자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한 디자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을 특징으로 하는 '4 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책과
사람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출판산업의 변화 사례

Co-creation은

이해관계자들이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서비스디자인과 Co-creation의
개념,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출판의 변화, 공동
가치 창출의 개념에 따른 분석의 틀로 디지털 미디어

비교를 통해 서비스디자인 Co-creation 으로 인한 가치
창조 중심의 출판 모델을 제안한다.

환경에서 독자와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출판산업의 변화

주제어

사례들을 서비스디자인 Co-cre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가치 창조 중심의 출판 모델 제안에 그 목적이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공동 창조(Co-creation),

있다.

사용자 경험, 가치 창조, 미디어의 변화, 출판, 연결성,

2. 이론적 배경

4차 산업혁명과 마켓 4.0

2.1 서비스디자인과 Co-creation 의 개념

1. 서 론

타카라(Thackara, 2005)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구배경 및 목적

형성된 사회에서는 결과물에 치중하기 보다 하나의

스마트 폰 등장 이후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이동할 때 책을 읽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정의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4] 고 말했다. 서비스디자인은 경험이나 행동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신고 현황에

등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따르면 2016년 등록 출판사는 3년 만에 9,426사
증가한 53,574, 발행종수는 3년 만에 75,727로 23%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혁신 수단이다. 리브워크(Livework)는

증가했다. 출판사와 책의 발간 종수는 늘고 책을

서비스디자인을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롭게

대신할 미디어는 많다. 시장 규모는 정체되고, 과잉
생산과 시장 참여자 증가로 독자에게 책의 발견성은

혁신하기 위한 창조적이며 실질적인 방법이자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루시 킴벨(Lucy
Kimbel)은 사람과 사람, 제품, 조직, 나아가 서로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독자의 발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출판산업은 독자와의 습관적인 연결[1] 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조직 사이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서비스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마켓

디자인의 중요점이라 하였다. [5]
Co-creation은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으로 과정에

4.0에서 시장의 권력은 소비자에게로 이동되었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며 서비스디자인의

고객과의 연결성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2]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웹 2.0 시대를

거의 모든 방법은 Co-creation을 바탕으로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서비스에 관계된

시작으로 기업들도 더 이상 고객들을 수동적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소비자로만 대할 수 없다.'[3] 는 팀 브라운(Tim
Brown) 의 말은 출판산업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금은별, 2013) [6]
Co-creation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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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운영방식, 공동 목표의 공유, 아이디어 촉진,
의사결정력이 있다 (김미현, 2014) [7].
Ramaswamy and Gouillart (2008)는

가치 창조

또한
Co-

출판사 중심
가치 창조

creation의 공동 가치 창출을 위한 개념으로 첫째,

출판사

가치 제안의 핵심은 개인의 경험이며 둘째, 형식적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상호 작용 셋째, 사용자 참여 및

중심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 확대를 제안했다. [8]

독자

그림 2. Co-creation과 공동 가치 창출 분석의 틀

또한 사례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습관적인 관계로

인쇄를 거쳐 물성을 가진 책을 서점에서 유통하는

연결하기 위한 변화의 시도 중 선정되었다. 사회
연결망인 소셜 미디어 활용과 출판사 자체적인

제조 중심의 출판방식은 구텐베르크 (Johannes
Gutenberg)의 인쇄기 발명 이후부터 1990년대
가까이

유지되어

왔다.

커뮤니티 플랫폼, 온/오프라인 서점과 저자와 독자 등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북 페어, 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 보수성을 보였던 출판의 전 과정에 참여할

저자에서 출발하여 책이 만들어지고 난 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독자의 손에 들어가 읽히는 직선형
구조를 가진다. 전자책의 출현은 저자와 출판사 중심의
단방향

출판

시스템에서

독자

중심의

중심

참여를 통한 경험

저자가 원고를 쓰고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와

500년

독자 중심
참여

출판사 중심
참여

2.2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의 변화

말까지

독자 중심
가치 창조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 등 네 가지를 각각 문제의식과
이해관계자, 출판 프로세스(기획, 원고 작성, 제책 및
마케팅), 서비스가 일어나는 고객접점 터치포인트

다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계기를 제공했다.(그림 1) [9]

(Touchpoint)와 Co-creation 정도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 사례 분석
4-1. 하퍼콜린스(Harper Collins) <Book Studio 16>
2014 년 로맨스 전문출판사 할리퀸을 인수, 열광적인
애독자를
그림 1. 종이책(왼)과 전자책(오른쪽)의 출판 및 유통 경로

대상으로

특화된

전자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퍼콜린스는 페이스 북을
활용하여 편집자, 마케터 등이 직접 출연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가져온 변화는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표현물을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15~45 분 분량의 저자 인터뷰 및 퍼포먼스 라이브

창조, 공유하며(홍종필, 2011) [10], 누구나 출판사를

<Book Studio 16>으로 1 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도서, 주제별로 일간 일정을 계획,

거치지 않고 출판,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다(은지희,
2016) [1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다방향

공개하여 저자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통방식은 독자를 혼자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팬덤(Fandom)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사
한정되고
홈페이지,
페이스
북을

책에
통한

끊임없이 미디어로 연결되어 소통, 공감, 공유하는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자에서 생산자로 만들어 상호교류

이해관계자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상호작용의 한계를

속에 가치를 공동 창조하는 서비스디자인의 Co-

가진 출판사 중심의 참여 모델로 볼 수 있다.

creation을 가능하게 하였고, 출판 산업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사례 분석의 틀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 배경 Co-creation에서 설명한
표 1. 하퍼콜린스 <Book Studio 16> 사례 분석 www.harpercollins.com

Ramaswamy and Gouillart (2008)의 공동 가치 창출의
개념을 기준으로 첫째, Co-creation이 서비스 공급자인

문제의식

출판사와 사용자인 독자 중심으로 일어나는지 구분하는

이해관계자

가로축과 둘째, 참여에서 프로세스를 지나 가치 창조까지

출판 Process

이어지는 참여의 정도에 따라 세로 축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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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이용한 참여를 통한 공감과 공유로 출판사의
팬덤 강화 필요성
독자, 저자, 출판사, 기타(잠재 독자/저자)
기획

원고

제책

유통

Planning

Writing

Making

Ma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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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 제작자들과 다양한 창작자, 독자, 독립서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참여

Touchpoint

◐

Co-creation

◐

◐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지는 행사이자
시장으로 지금은 1 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로

●

성장한 출판사 중심 가치 창조 모델로 볼 수 있다.

● : 관련성 높음 , ◐ : 관련성 낮음

4-2.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브라이틀리(Brightly)>
아이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책 추천 독자서비스
사이트 Brightly 는 편집자, 서평가, 교육 전문가들이

표 3. 유어마인드 <Unlimited Edition> 사례 분석 www.your-mind.com
작가/제작자/관람자가 ‘직접 판매 부스’를 매개로 만나

철저하게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령별, 분야별 책을

문제의식

추천하는 공개형 온라인 큐레이션 폴랫폼으로 자사
브랜드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출판사의 책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행사를

통해

그

해

독립출판물 조망 필요성
이해관계자

포함하여 추천하는 독자 커뮤니티이다. 미국 전역의
출판사 및 서점과 공유하는 초대형 물류 센터 및 물류
공급망을 통해 사이트를 통한 판매도 가능한

기획

원고

제책

유통

Planning

Writing

Making

Maketing

Touchpoint

행사참여,
아이디어
제공 및
상호작용

행사참여,
아이디어
제공 및
상호작용

Co-creation

●

●

출판 Process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상생의 사례로 독자 중심의
참여 모델로 볼 수 있다.

독자, 저자, 출판사, 도서관, 서점, 기타(잠재 독자/저자)

행사 참여,
상호작용
참여, 공유
판매
◐

●

● : 관련성 높음 , ◐ : 관련성 낮음

4-4. 창비 <문학 3>
표 2. 펭귄랜덤하우스 <Brightly> 사례 분석 www.readbrightly.com

종이로 발행하는 문학잡지와 온라인 웹사이트인 문학3은

평생 독자를 위한 서비스로 아동 독서 습관을 위한
문제의식

이해관계자

출판 Process

Touchpoint

Co-creation

문학웹, 그리고 문학 현장활동인 문학몹의 세가지 축으로

출판사 자체 커뮤니티 플랫폼. 아마존의 생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필요성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문학잡지를 구매해 문학을 읽는

독자, 부모, 선생님, 도서관 관계자, 사서, 서점,

‘소비자’였던 독자들이 웹에서 직접 서평이나 창작 글을

유통업체, 기타(잠재 독자/저자)

올리고, 문학잡지의 기획위원들과 함께 편집회의에 참여

기획

원고

제책

유통

Planning

Writing

Making

Maketing

홈페이지,
큐레이션
정보 입수
●

할 수도 있다.
잡지와 웹진, 문학몹은 낭독회와 포럼, 집단창작,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판매
◐

◐

독자편집회의 등의 다양한 문학 활동을 단순한 참여가
아닌 Co-creation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독자 중심 공동 가치 창조 모델로 볼 수 있다.

●

● : 관련성 높음 , ◐ : 관련성 낮음

4-3. 유어마인드
<언리미티드 에디션 (Unlimited Edition)>
유어마인드는 2009 년 온라인과 2010 년 오프라인
서점을 열고 국내 소규모 출판사 및 아티스트 개인에
의해 제작되는 독립출판물과 아트북을 중심으로 수입

표 4. 창비 <문학 3> 사례 분석 www.munhak3.com
문제의식

서적, 음반 및 관련 상품(Goods)을 함께 판매하고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요리 및 사진 분야의 서적을
두 달에 한 권 간격으로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이다.

이해관계자

문예지가

독자들로부터 멀어지고, 문학이 삶과

괴리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 플랫폼 구현 필요성
독자, 저자, 출판사, 문학동인, 기타(잠재 독자/저자)

2009 년부터 시작된 언리미티드 에디션 북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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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Process

Touchpoint

Co-creation

기획

원고

제책

유통

4 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은 모든 산업 전체를

Planning

Writing

Making

Maketing

기획회의,
아이디어
제공

서평,
창작원고
투고

아이디어
및 의견
참여

현장활동
미디어
참여, 공유

스스로 혁신하는 속성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자
사람들은
소비가
아니라
창조에

●

●

●

●

몰두한다"는 케빈 켈리 (Kevin Kelly) 의 말처럼 출판
산업에서도 그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출판산업이 비용 효율적인 제품
중심으로 하는 생산, 유통, 소비의 프로세스를

● : 관련성 높음 , ◐ : 관련성 낮음

5. 결론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이책 이전의 단계 즉, 지식의
단계로 가서 컨테이너 비즈니스가 아닌 컨텐츠

가치 창조

.

출판사 중심 가치 창조

독자 중심 가치 창조

유어마인드

문학 3

출판사 중심 참여

독자 중심 참여

하퍼콜린스

브라이틀리

출판사
중심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서비스디자인

참여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Co-creation 으로 출판 전 과정의

독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제조가 아닌 서비스 중심의

중심

역할로 변화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치 창조 중심의 출판 모델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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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지만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가치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독자를 만나고, 자체 출판과
행사 주최 등으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중심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유어마인드의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출판사 중심으로 가치 창조를 주도, 출판
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사례이다. 넷째, 독자가 직접
서평과 원고를 올리고 편집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학 3>의 서비스는 이해관계자들의
Co-creation 으로 출판의 전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을 일으키고 가치 창조가 일어나는 출판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판산업 현장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출판산업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문제를 찾고
이해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하는

과정인

서비스디자인 관점의 Co-creation 작업을 통해 네
개의 출판산업의 변화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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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생활 불편

요약문

신고’[2]와 ‘안전 신문고’ [3],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

문제를

어플리케이션이

제보할

운영되고

수

있는

있다.

제보’[4] 등이 있으며,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신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걸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불편 상황을 인지한 후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민원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내용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있으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공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에서는

사용자

리뷰를

수집하여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민원 처리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하였으며,

연구방법

어플리케이션을

2

사용하여

에서는
직접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보게

함으로써 실제 신고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그림 1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민원 처리 프로세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사용성에 대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자연스러운 신고 행동을 유도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생활불편

격려를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신고는 4 년간 14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원 신고에

점을 시사한다.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미미하다[5].

주제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공 신고

시민 참여, 공공 서비스, 공공 신고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인 ’생활불편신고’는 2017 년 9 월 기준

1. 서론

총 3,577 개의 리뷰 중 1,316 개의 리뷰가 최하점인 별
1 점으로 평가되어 있다 [2]. 사용자들은 기능적인 오류

1.1 연구 배경

이외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 까다로운 신고 조건 등

최근 공공정책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 결정에

시민의 사용 경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시민 참여형 방법론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을 수동적

본 연구에서는 공공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한

입장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디자인과정에 참여시키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어떠한 문제점이 실질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또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

겪는 문제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공공 신고

디자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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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2. 연구 방법 1: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리뷰 분석

의견이 있었다.이 밖에도 신고의 역기능, 개인정보

2.1 연구 과정

보호 문제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발생하는

기존 공공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각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점의

사용자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세부 내용은 표 1 과 같다.

운영하고 있는 신고 어플리케이션 3 개를 선정하여

표 1. 신고 어플리케이션 민원처리 프로세스 별 문제점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였다. 선정 기준은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 지 3 년 이상, 2) 다운로드 수가

프로세스

문제점

100,000 이상, 3) 최근 1 년 이내 등록된 리뷰 수가

불편사항
인지

보상
동기부여

100 개 이상인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스마트국민제보’,

서울특별시의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레벨’이나
상금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어플리케이션은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신고’,
경찰청의

세부 내용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이다.

불편사항

신고

신고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제한

못한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신고절차

완료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해 많은

선정된 3 개의 대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가능한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없어

신고를

접속부터

하지

신고를

시간이 소요된다.

수집하였으며, 각 어플리케이션 별로 최신 순 200 개씩,

즉시 신고의
어려움

총 458 개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단순 비방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짧은 순간에
번호판과 같은 자세한 증거나 정보를
즉시 포착하여 신고하기가 어렵다.

글이나 서버 오류, 앱 종료 등의 단순 오류 문제에 관한
리뷰는 제외하였다.

첨부파일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첨부 가능한

편집의

확장자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

사용자가 따로 편집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로드

민원

조건의

사진/동영상에

어려움

조건이 까다롭다.

민원처리자의
업무
태도

사용자가 신고 내용 접수에 실패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플리케이션의 처리 단계에 따라서 1 차 분류한

미흡

이루어지지 않는다.

데이터들을 분류한 후 각 단계에서 언급된 공통된

불명확한

신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담당하는

담당업무
구분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2.2 분석 방법
수집한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총 2 차에 걸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 차 분류에서는 4 인의 연구팀이 리뷰 데이터의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정의한 후, 논의를 통해 공통적인

민원접수
확인

문제점들로 분류하였다. 2 차 분류과정에서는 신고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처리를

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2.3 분석 결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리뷰 분석을 통해 13 개의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접수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원

민원처리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불편사항을 인지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는 ‘불편사항 신고’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기타(공통)

위주의 의견이 많았으며, 신고를 완료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하고 첨부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처리결과에

신고 후 처리 상황과 예상 처리기간,

대한
부족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피드백

처리결과에

담당 기관과 처리 결과에 대해

대한

사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평가

기능 필요

필요하다.

신고의

지나친 신고 행위는 오히려 복수심을

역기능

유발할 수 있다.

사건 정보 및

시민이

의견 공유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필요한

사건

정보를

기능이 필요하다.

민원 접수 단계에서는 담당 기관이 신고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해당 기관에서 담당
업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개인정보

타인을

보호

당하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신고하는

것은

보복을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의견이 있었다. 민원 처리 단계에서는 신고 처리

크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처리가 불가한 경우 그

- 162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3.4.1

3. 연구 방법 2: 신고 어플리케이션 사용과 평가

부담감

3.1 연구 목적과 대상

인터뷰 결과, 신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고 낯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리뷰에서 직접적으로

인식이 사용자의 신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신고 상황에서의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나타났다. P4 는 신고를 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사진을

신고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낯설게 보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험 대상자는

시선과

스마트폰 사용과 밀접한 20 대부터 50 대까지의 사용자
총

6

명으로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심리적

구성하였으며,

연구방법

1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에서

주행상황에서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실제로 민원

때문에 운전자 2 명과 일반 사용자 4 명으로 구분하여

처리기관으로

구성했다.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신고를 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사건의 심각성, 자신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기준에

3.2 실험 방법

의해 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건이

본 실험은 총 2 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신고

명확한 위반 행위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나 지나치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후 본인에게 돌아올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과정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망설이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실험 1 주차에는

되었다고 답했다.

사용자가 주변을 인식하고 신고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일상

3.4.2

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감 부족

생활불편, 안전,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방법 1 에서도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개인 메신저를 통해

일부 나타났으나, 실험 참가자 6 명중 4 명이 개인정보

신고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송하도록 하였다.

보호와 익명성 보장 여부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더

사진 촬영 시에는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크게 표현했다. 특히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위해서 GPS 를 켜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도록 했다.

타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보복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차에는 실제로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P6 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안내

1 주차와 같은 신고 상황을 포착하고 신고를 하도록

문구를 숙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뢰를 하지

하였다. 만약,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을

못하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표현했다.

경우에는 개인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하고자

3.4.3

했던 상황과 내용,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전송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개인의 시간을 들여

3.3 분석 방법

신고를 해야 하는 뚜렷한 동기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실험 후 신고 상황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문제점과

나타났다. P3 은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용자가 신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지나다니면서

파악하기 위해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문제

의식을

느꼈음에도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P6 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실험 시 사용자가 찍은 사진의 지도상의 위치를

생각이 의식 속에 항상 있지 않고, 신고를 하고싶다는

확인하고 자세한 신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음이 들어도 번거롭고 개인의 시간도 빼앗기기

3.4 분석 결과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연구 방법 1 에서는 사용성 개선과 관련된 ‘불편사항

3.4.4

신고’ 단계에 국한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신뢰감과

신고 행동에 대한 죄책감

6 명중 4 명의 참가자는 자신이 신고를 통해 공익에

연구 방법 2 에서 는 신고 단계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동기형성과

충분한

불구하고, 거리에 멈추어서 의도적으로 신고할 마음은

시에는 ‘We album’ 어플리케이션[6]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고 의식과 동기 형성의 어려움

기여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으나, 민원

연관된

담당자를 귀찮게 할 수 있다는 미안함과 타인을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자신의 신고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P6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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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상황에서 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는 많이

결심하기 전에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다[7].

발생했으나, 화물차 등의 생업 종사자와 타인이 입을

따라서 신고가 접수 되기 전, 사용자의 신고 내용이

경제적 피해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언급했다.

처리되는 경로와 이용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여부에

4. 논의 및 디자인 제안

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신고 시에는 개인 정보가

본 연구의 결과는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포함되지 않은 고유번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내의 기능 및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용성 개선 뿐만 아니라 신고 단계 이전의 근본적인

5. 결론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불편
사항 인지부터 신고, 문제 처리에 이르는 전 단계의

본 연구는 기존의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경험을 고려해야만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이며

도출하고

자발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하였다. 3 개의 신고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분석하여

4.1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 인지적 정보습득

이를
민원

해결하기
처리

위한

프로세스

디자인
별

대안을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리뷰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제

신고를 하는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낯설고 부정적인

신고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용자의 신고 행동을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일상 생활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속에서 신고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2) 공익

신고에 대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개인의 시간을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들여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기를 형성하지

유도하며,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할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상 생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속에서 신고 행동과 절차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 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있도록 하며, 보행 중에도 최소한의 인터랙션으로

사용을 위해 초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주행 상황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기능

같이 인지적 부담이 크고 신고 상황이 빈번하게

및 디자인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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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 Methods and resul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look at directions and
opportunities for a new air purifier design for 2020 by
analyzing the LG PuriCare 360 in terms of usability
and UX. First we did product analysis to experience
the LG purifier and finding any difficulties in using
the product. And then we did user study1 with our
users using Observation with instruction, Extreme
user interview, and Collage methods. Through the
results of User Study 1 and workshop, we created
three concepts (bamboo like design, globe like design,
and crystal metaphor design). And using the Harris
profile, we decided on the final concept with bamboo.
After making our final concept, we went through the
user evaluation. Most of our intentions were well
communicated to the user, but there were parts (AirEmitting Part, Material, Some UI Buttons) that did not.
We finally made up those parts after user study 2. As
a result, we identify new opportunities for the new air
purifier design for 2020.

2.1 Product Analysis
First we did product analysis to experience the LG purifier and
finding any difficulties in using the product. We started from
OOBE(Out of the box experience) like Figure 2, operate every
functions including the mobile application it provides. From
our first impression, it was big and the function of the purifier
was powerful, and provide intuitive user interface. But
changing the filter from the body was little bit confusing and
the mobility of it was poor due to its height and weight. And we
were not sure about the function of 360 rotating fan. So we set
our aims to improve the purifier and conducted user study 1 to
know if users agree with our findings.

Keywords
UX, usability, air purifier, single household, young
generation.

Figure 1. Functionality and physical properties

1. Introduction
The air pollution in Korea is becoming worse and the
need of air purifier is rising as the following solution.
As the number of the single houses are increasing,
new type of purifier needed in the market. So we set
our goal as “How can we redesign LG Puricare 360 in
terms of usability and user experience for the 20s
living in urban area with or without a partner in home
context using technologies available in 2020.”
To figure out what can be improved from the current
purifier, we selected LG puricare 360, which is a
million seller in the current market. The biggest
reason why customers buy this product is because of
‘Clean booster’ function that blows up clean air to
cover wider area (Kwon, Dong Jun, 2017; Etnews).
So we want to keep this function and change the
current problem it has based on our analysis.

Figure 2. OOBE(Out of the box experience)
2.2 User study1
Before we start our user study we set our UX target as smart,
intuitive and innovative. We selected our 3 user study methods
from IDEO method cards. (Observation with instruction,
Extreme user interview, Collage)
For user study1 we selected 3 people who is in our user target
(20s who lives in single house) From our user study1 we
concluded, the problems we find out were not critical bu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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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ely need to be improved especially those of the
filter, the size, the weight of the purifier and
application usage.
Table 1. Explanation of user study1 subjects

Subject

Gender Age

Occupation

Subject1
Subject2

F
F

22
21

Student
Student

Subject3

F

21

Student

Figure 3. Observation

2.4 User study2
After making our final concept we wanted to evaluate if it all
reflects our intention and what would actual user would think.
So we conducted our second user study to figure out the UX
and UI of our final concept. We think we need to make a
prototype to evaluate it so we made our prototype that support
the appearance prototype that will have approximate size, form,
color and material.
Student

Figure 4. Collage making

2.3 Workshop & Concept decision
We generated first 3 ideas from it but didn’t satisfied
some of the key findings. So we did additional idea
generation to suggest new ideas the second concept.
Three concept was bamboo like design, globe like
design, and crystal metaphor design. And evaluated
those based on Harris profile,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 feature.
We concluded that the first concept the bamboo
satisfies our key findings the most, so we decided to
make it as our final concept. The bamboo purifier has
4 main concept, natural feeling by using the metaphor
of bamboo the plant has purifying function,
compactness of size to move easily, modular design to
add more filters to increase the intensity, moving
upper part to make it more exciting and effective.

Figure 7. Prototype

Figure 8. UI Prototype

The goal of the user study 2 is to evaluate the Bamboo Air
purifier (both the concep t and the prototype) in terms of design,
usability and UX before coming up with the final design
solution. And the Key questions are the following:
1. What problems have users experienced while interacting
with the Bamboo Air Purifier?
2. What kind of wishes would the user have to improve the
Bamboo Air Purifier?
3. What particular emotions do users have after using the
Bamboo Air Purifier?
For user study 2 we used two methods observation with
instruction, and interview. Generally user satisfied with the
function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from their
experience with the prototype. They wanted to make it more
like natural feeling so they suggested wood pattern for our
material, and thought the air emitting part is not necessary and
little bit confusing. They also suggested to put straps for the
filters to move easily and without touching the dirty part, make
the button to the top of the product.

Figure 5. Bamboo like design

Figure 9. Revise as wood pattern
Figure 6. Result of Harri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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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Stackable design is not common in current purifier
market.

Figure 10. Revise air emitting part

Figure 11. Straps

After the final presentation, some of the user wanted to buy the
product if it is available in the market. Some of the
recommendations were wireless chargeable battery, how many
hours it can lasts without power supply, changing the type of
filter with smell. Our first concept of the design include
wireless charging machine, as we don’t want wires to
wondering around our table while it’s operating. We expect it
would last at least 7 hours, which is quite enough for the daily
usages. Also as our product is modular design and easily change
the filters, it is possible to provide different type of filters.
Based on our user study and the final presentation to potential
users, we expect our purifier can be successful in the market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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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lusion

For 20s who live in single house we designed the new
purifier based on problems we found out from the
current purifier. We premised that the compactness,
portable and aesthetic aspect of the design will suits
well for our target
Three big UX target from our concept were natural
feeling, intuitive, innovative. For the natural feeling,
it was well delivered to the user. The concept of
bamboo suits well to the purifier because the bamboo
has air purification function, so the user agreed with
the metaphor the bamboo has. Mobile UI, buttons on
the bamboo purifier, changing the filter were very
intuitive to use. Most of the test user understand the
function without any additional explanation. The
modular design revolutionize the way the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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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perimental Instructions for User Study 1
Introduction

The goal of this experiment is to conduct a user study for LG
PuriCare 360 through implementing three different research
methods, namely ‘Observation’, ‘Focus Group Interview’, and
‘Collage making’, in order to identify and resolv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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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s well as improve overall usability and user
experience of the product.
Our team wants to get formative feedback for our research
from individuals, who belong to the target group of LG
PuriCare 360. Several individuals at their 20s living in a
single-home context will participate in our user study.
A. Observation
The first part of our experiment includes observation of our
target users whilst they use the purifier. We prepared a set
of instructions that our target users must follow, such as to
turn on the purifier and increase the intensity.

2. Interview (15 minutes per each user)
We would like to ask questions that we prepared for our
interview. The questions will be related to the actions they did
during the first part, namely the observation.
The questions of the interview are as follows:
1. What products are you using for purifying the air pollution?
2. How often do you use the purifier?
3. When do you usually want to use the purifier?
4.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e current air purifying
products?

B. Focus Group Interview
Next, we will conduct an interview in order to identify any
problems that might have arisen while users were operating
the purifier. This will help us find out potential basic and
latent needs of the user.

5. Where would you put your purifier?

C. Collage making
The last research method that we are going to implement is
the collage making, which will help us identify wishes and
dreams of the user for the existing LG Puricare 360.

8. What were the problems while you using the LG PuriCare
360?

1. Observation (10 to 15 minutes per each user)
We would like to ask the users to follow our instructions
that cover all of the main things the typical user might face
in his/her everyday life with the purifier. We will also
catalog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identify possible
unanticipated issues related to the usability and user
experience of the product.
The instructions are as follow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Please turn on the power.
Please strengthen air cleanliness.
Please weaken the cleanliness.
Please stand and rotate the ‘Clean booster’.
Please use single clean mode.
Please use dual clean mode.
Please use auto mode.
Please turn off the power.
Please do step 1 ~ step 8 using the remote control.
Please change the filter.
Please move the LG PuriCare to another location.
Please download and install the 'SmartThinQ' (app)
Please connect the LG Puricare to your
smartphone using the app
Turn on/off the power using the app
Perform diagnostic services using the app
Perform checking status using the app
Perform power saving using the app

6. What do you think what are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LG 360 Puricare?
7. Is the LG Puricare 360 easy and intuitive to use?

9. What functions didn’t you understand properly from LG
PuriCare 360?
10. How do you think the LG product’s design matches its
purpose?
11. How much did the confusions affect you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LG product, while you were using it if
you had any?
12. What kind of other functions do you want for the LG 360
purifier?
13.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this product what would
it be and why?
14. How can we improve this product? Please share us your
ideas and suggestions.
15. How do you feel after using the product?
16. Please write down the numbers in the order you feel clean

1

2

3

4

17. How did you feel when you replaced the filter? Please speak
freely.
18. How did you feel when you moved LG Puricare to other
place? Does it feel easy for you?
19. Which functions or operations you are able to use without a
product manual or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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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hat would you change if you need to redesign LG 360
Puricare?
21. When you used LG 360 Puricare just now, can you tell
us more about what were you trying to do?
22. How do you do this and is there anything frustrating
about its current process?
23. What could be better about how you do this?

approach) or make something that to you represents an afternoon in the
park (general feel approach).
Consider the following physical properties of your object while
tinkering:
- How it feels (flexible, stiff, light, heavy, smooth rough, etc.);
- How it makes you move while interacting with it (large movements,
small movements, focused, free, omnidirectional, etc.); - How it

24. What do you think about 360 degree rotation and what
is it useful for?
25. If you were to explain LG 360 Puricare to a friend, how
would you describe it?
3. Collage making (20 Minutes)
For this research method, we would like to ask the
participants to build a collage from a provided collection of
images an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images and
arrangements they choose. This will help us understand
what the user wishes the product to do and look like.

looks (shiny, dull, colorful, detailed, etc.);
- How it sounds (bright, squeaky, loud, natural, harmonic, etc.).
Especially consider how combinations of materials express your
experience target.

This is largely an intuitive exercise, try not to think too much, but get
engaged in short cycles of ‘intuitively doing things with the
experience in the back of your mind’, ‘stepping back and trying to feel
whether it brings across the experience you want it to bring across’,
start doing things again’, etc.

(2) Workshop UX Design Research Methods
Workshop ‘from UX targets to design ideas’

The aim of this workshop is to start designing with user experience
(UX) targets, as formulated in your design goal. Figure 1 depicts
the steps in the workshop.

This phase really is more about intuitively doing and feeling,
rather than about reasoning what materials to use for
constructing something in a rational way.

09:20 – 09:40 STEP 3: Analyzing your tinkered object

Figure 1. Schematic overview of the steps in the workshop.
Do this individually
You now receive an A3 sheet with four corners labeled as “senses
(seeing, hearing, tactile feeling)”, “manipulating/interacting”,
“personal meaning” and “social meaning”.

Analyze what makes this object come across as <fill in your UX target:
enjoyable, butler-ish, afternoon-in-the- park-ish>.

08:30 – 9:20 STEP 2: Embody your UX target in an abstract
tinkered object

Do this individually.
Use the tinkering materials to visualize your experience targets in
an abstract 3D experiential object.

Example: make something (an object) that is an example of
something that is enjoyable to you (UX as keywords approach), or
make something that is butler-like to you (product character

Do sensory aspects play a role in it? In what way? Does the way you
can manipulate, hold, interact with the object play a role? How does
that help in getting your desired experience across? Which aspects
make it into something that could relate to how meaningful the object
is to a user? What about social meaning? How does it express
friendship or allow for social interaction? Write such issues in the
relevant corners on the A3-sheet.

Example: you may conclude that the way you can manipulate and hold
the object represents an important aspect of enjoyability (keywords
approach), or that the black represents the distinguished appearance of
a butler (product character approach), or that the soft feel of th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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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s an important aspect of the park-feeling (general
feel approach).

09:40 – 10:10 Step 4: Translate to product
properties/attributes

Do this with your team
You now receive an A1 sheet with roughly the same four corners
as on the A3 sheets.
- Write on pink Post It notes, the descriptions that each of you
have written in the corners; then stick the blue Post-Its along
the edges of the A1 sheet.
- Discuss which Post-It notes you think belong together or are
similar; so group Post-Its if appropriate.
- Now brainstorm how the terms on the edge of the A1 sheet
could be translated into ideas for product attributes/properties.
Put your ideas (in visuals and texts) on blue Post-Its and place
them in the center of the A1 sheet.

Examples: UX as keyword approach > enjoyability >
the way the object can be manipulated and held
contrtibutes to its enjoyability > idea for manipulations
within the interface could be inspi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how the object could be manipulated,
characteristics of the way the object is held can be
translated to the physical form of the product and how
it can be held.

UX as product character approach > butler >
distinguished/black > should the interface contain much
black and/or white

UX as a general feel approach > afternoon in the park
feel > soft feel > should the product feel soft, should the
interface have soft edges instead of hard lines?

10:10 – 10:30 Presentations

Do this all together Team will now walk along the tables
together and get explanations from the groups that created the
things on that table. About 10 minutes per group.

(3) HARRIS PROFILE

predefined design requirements. It is used to evaluate design
concepts and facilitate decisions on which concepts to continue with
in a design process.

When can the method be used?
A Harris Profile is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for your design.
Whenever a number of alternative product concepts need to be
compared and evaluated, the Harris Profile can be used to make your
– or your team’s – evaluation explicit. As designers make some of
their evaluations intuitively, the Harris Profile can help you to make
those intuitions explicit so that you can discuss them with other
stakeholders. A Harris Profile can be useful during each phase of the
design process, but typically it is used after an idea generation phase
when ideas or concepts need to be eliminated.

How to use the method?
Create a Harris Profile for each alternative design concept. A Harris
Profile consists of an assessment of how the concept meets each of
the listed design requirements. The evaluations are relative,
comparing the different concepts in terms of their performance in
each criterion. A four point scale is typically used to score the
concepts. You should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scale positions: -2
= bad, -1 = moderate, et cetera. Thanks to the visual representation,
decision makers can quickly view the overall score of each design
alternative for all the criteria, and compare them easily. An important
role of the Harris Profile is to make your evaluation explicit and easy
to understand: it can help to stimulate discussion with your project’s
stakeholders in the early phases of design, when design requirements
typically change as the concepts evolve and you gain a greater shared
understanding of the design problem.

Possible procedure
STEP 1 List the design requirements as fully as possible and rank
them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for the design project. STEP 2
Create a four-point scale matrix next to each requirement, coded -2,
-1, +1, and +2. STEP 3 Create a Harris Profile for each of the design
alternatives by evaluating the relative performance of each
alternative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STEP 4 Draw the profile
by marking the scores in the four-point scale matrix for all the criteria.
STEP 5 Present the profiles next to each other to allow discussion
with stakeholders and to determine which design concept has the best
overall score.

A Harris Profile is a 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esign concepts with resp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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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of the method
• The four-point scales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or
each requirement and are not necessarily comparable.
• It is tempting to interpret Harris Profiles as ‘true’
representations of the performance of design alternativ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se that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design concepts is typically an intuitive
prediction of performance, with low reliability.
• The primary function of the profile is to communicate the
evaluations that you have made after careful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and if necessary to open up discussion
to sharpen the definitions of requirements or improve
design concepts.
Tips & Concerns
• Use drawings to represent concepts in each profile – this
will enhance the communicability of your profiles.
• If possible, cluster the criteria.
• Design is not a linear process, so you might discover new
design requirements while evaluating concepts. You can
add those requirements to your Harris Profile and enhance
the accuracy of your evaluation.
• When attributing the -2 or +2 values to a criterion, be sure
to colour all the blocks in the Harris Profile. Only then can
you create a quick visual overview of the overall score of
a design alternative.

tower. By viewing ‘which way the tower of blocks would fall’, a
choice can be made. Colours should not be used and scores cannot
be added up. In general, all decision making methods are meant to
initiate discussion within the development team and to structure the
process of choosing. In the lower example, another design prevails
because the design requirements are listed in another order. It shows
how another team could have a different view on what is important.

3.

(4) Experimental Instructions for User Study 2

Introduction
The goal of this experiment is to conduct a user study for the Bamboo
Air Purifier through implementing two different research methods,
namely ‘Observation’, ‘Interview’ in order to evaluate the design
concept, as well as improve overall usability and user experience of
the product.
Our team wants to get formative feedback for our research from
individuals, who belong to 20s living in a singlehome context.
A.

Observation

The first part of our experiment includes observation of our target
users whilst they interact with the Bamboo Air Purifier prototype. We
prepared a set of instructions that our target users must follow, such
as to turn on the purifier and increase the intensity.
B.

Interview

Next, we will conduct an interview in order to identify any problems
that might have arisen while users were interacting with the purifier.
This will help us find out whether the design concept meets the UX
targets, such as ‘innovative’, ‘smart’, and ‘intuitive’, as well as their
expectations and wishes.

1. Observation (10 to 15 minutes per each user)
We would like to ask the users to follow our instructions that cover
all of the main things the typical user might face in his/her everyday
life with the purifier. We will also catalog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identify possible unanticipated issues related to the usability and user
experience of the product.
The instructions are as follows:
In a Harris profile, the main design requirements are ranked
in order of importance with the most important one on top.
An even number of possible scores are used to prevent
neutral scoring. This way of evaluating is helpful when
ideas and designs are still conceptual and not worked out in
detail: imagine the black squares are building blocks of a

1.

Please try to use the Bamboo Air Purifier in any direction
as you want.

2.

Please turn on the power.

3.

Please check the air quality on the UI lapsed prototype.

4.

Please increase the intensity of air pu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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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ease check the air quality on the UI lapsed
prototype and compare with the previous result.

6.

Please decrease the intensity of air purifying.

7.

Please select the sleeping mode using the UI
lapsed prototype.

8.

Please select the booster mode using the UI
lapsed prototype.

9.

Please select the auto mode using the UI lapsed
prototype.

10.

Please turn off the power.

11.

Please change the filter.

12.

Please add more filter body.

13.

Please move the Bamboo Air Purifier to another
location.

11.

How did you feel when you replaced the filter?

12.

How did you feel when you moved the Bamboo Air
Purifier to other place?

13.

How important do you think is the additional filter body?
What do you think about moving, clean-air-emitting part and
what is it useful for?

2. Interview (15 minutes per each user)
We would like to ask questions that we prepared for our
interview. The questions will be related to the actions they
did during the first part, namely the observation.
The questions of the interview are as follows:
1.

What is your overall impression of the Bamboo
Air Purifier?

2.

How much do you think the Bamboo Air Purifier
is easy and intuitive to use?

3.

What were the problems while you using the
Bamboo Air Purifier?

4.

What functions didn’t you understand properly
from the Bamboo Air Purifier?

5.

How do you think the product’s design matches
its purpose?

6.

How much did the confusions affect you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product, while you were
using it if you had any?

7.

What kind of other functions do you want for the
Bamboo Air Purifier?

8.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this product
what would it be and why?

9.

How can we improve this product? Please share
us your ideas and suggestions.

10.

How do you feel after interacting with the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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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나비 대표 기능인 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두가지

요약문
최근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지원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양적인
팽창에

맞추어

연구

지원

시스템의

질

또한

중요해지면서 시스템 자체의 사용성 향상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질적인 향상은
양적인 팽창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스에서 네트워크를 모델링하는데, 공개된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하는 것과 사용자 발현체
데이터로부터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완성된

네트워크

모델링은

시스템에서

가시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STI 치매 연구 지원
시스템인

알츠나비에

대한

사용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연구 지원 시스템
사용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알츠나비
사용성을 진단함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이
연구자들의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 과정

주제어
UX, 연구 지원 시스템, 사용성 평가

1.2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 인터뷰 실험 설계

1. 서 론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 인터뷰는 표 1 의 실험 설계를 통해

1.1 알츠나비란?

이루어져 2016 년 11 월 기준 구현된 시스템에 대해 실

KISTI 치매 연구 지원 시스템으로 출시된 알츠나비
(AlzNavi)는 생물학적 빅데이터의 분자 사이 상관
관계를 네트워크 모델링으로 표현하여 타겟 유전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표 1. 사용성 평가 인터뷰 실험 설계

단백질을 확인하고 검증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2]

- 173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Main

치매 연구 지원 시스템, 알츠나비 사용성

Issue

문제점 도출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세부

1.

목표

시스템

이용에서

불만족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성

평가

시

주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3.

현 Concept 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이를 실 프로젝트에 적용할

그림 2. 사용성 평가 분석 기준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

1.

관심사항
2.

분석할 사용성 네 가지 측면 중 하나인 용어와 심볼

새로운 사용자(이 제품을 사용 해본

측면에서는 시스템 UX 가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의미

적이 없는 사용자)가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을 하고 있는지, 시스템 사용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가?

중심으로

경쟁사

구조에서 계층이나 버튼 그룹핑이 알츠나비 시스템과

제품을

주로

사용해온

4.

실험방법

5.

메뉴

없는 사용자)는 당사 제품을 빠른

네비게이션과 피드백 측면에서는 메뉴 흐름의 논리적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계층화, 시스템 피드백 이해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품의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모집 기준은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유전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분석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로 데이터 분석

기능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시스템 사용 숙련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사용자를

당사 제품 사용에 대해 어떤 종류의

초급 사용자, 중급 사용자, 고급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2.2 태스크 주요 내용

당사 제품의 Navigation 은 효율적

본 태스크를 구성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에게 알츠나비

이고 논리적인가?
4.

측면에서는

적합한

불만이 있는가?
5.

레이아웃

사용자(당사 제품을 사용해 본적이

있는가?
3.

분석하였고,

당사

제품의

Terminology

는

내에서 시스템 사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기능들을 제시하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알츠나비

평가 대상자가 본인의 연구주제를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된 태스크는 다음과 같다.

설명하고

3

가지

주요기능을

체험하면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1.

한국한의학연구원 (초급)

대상자

2.

충북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급)

3.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고급)

•

공개 발현체 데이터 검색

•

사용자 발현체 데이터 검색

•

네트워크 가시화 및 분석

3.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 및 심층 인터뷰 결과
3.1 공개 발현체 데이터 검색

2.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 진행방법
2.1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 및 심층 인터뷰
본 평가를 통해 연구 지원 시스템 구성 요소인
알츠나비의 용어와 심볼, 레이아웃, 네비게이션, 피드백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사용성을 분석하였다.[3]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에 알츠나비 문제점 분석 및
사용성 확보에 대한 UX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림 3. 공개 발현체 데이터 검색 테스크 및 주요 문제점

첫 번째 공개 발현체 데이터 검색 테스크에서는 용어
및 심볼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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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이 메뉴에서 검색 페이지로 진입하는 것에

그림 5. 네트워크 가시화 및 분석 검색 태스크 및 주요 문제점

사용성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네트워크 가시화 및 분석 테스크에서는

아래 표 2 는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에

네비게이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네트워크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 생성 후, 네트워크 가시화 단계로 가는 경로

표 2. 공개 발현체 데이터 검색 태스크의 문제점

진입에 대한 사용성 문제가 있었다.

구분
용어 및

아래 표 4 는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에

요약
-

심볼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불명확한 메뉴 명으로 인한 어려운
태스크 진입

표 4. 네트워크 가시화 및 분석 태스크의 문제점

레이아웃

-

인지하기 어려운 Submit 위치

구분

네비게이션

-

Submit의 필요성 부재

네비게이션

요약
-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가시화로
가는 경로의 복잡함

3.2 사용자 발현체 데이터 검색
레이아웃

-

네트워크 가시화 단계의 노드
이미지와 표의 관련성 부족

4. 알츠나비 UX 개선방안
표 5. 알츠나비 주요 개선방안 요약

구분

그림 4. 사용자 발현체 데이터 검색 태스크 및 주요 문제점

두 번째 사용자 발현체 데이터 검색 태스크에서는
레이아웃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정보가 무분별하게 나열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성 문제가 있었다.
아래 표 3 는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선방안

용어 및

-

심볼

전문용어 조사 및 적용

레이아웃

-

레이아웃

네비게이션
피드백

-

-

프로세스 진행 상태에 대한 요약
및 강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Previous와 Finish의 부적절한 버튼
위치

피드백

실 사용자 멘탈 모델을 고려한

4.1 용어 및 심볼 측면
분석 정보의 레이아웃

-

-

프로세스 진행 단계 논리화

요약
-

정보 간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의
양 재분배 및 레이아웃 재배치

표 3. 사용자 발현체 데이터 검색 태스크의 문제점

구분

실 연구자들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진행 상태 인지의 어려움

3.3 네트워크 가시화 및 분석

다음은 용어와 심볼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앞서 연구자들의 메뉴 진입, 태스크 진행 전반에 있어서
용어와 심볼로 인한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는
태스크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다.

이에

용어와

심볼

측면에서는

실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조사하여 메뉴 명 및
버튼 등 시스템 주요 구성 요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안되었다.

그

외

개선방안으로는 버튼 레이블 재 그룹화 및 중요도를
고려한 버튼 색상 강조가 있다.
4.2 레이아웃 측면
다음은 레이아웃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앞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세스 진행 후,
데이터가 분석 완료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는 데이터 분석 정보의 잘못된
정보 배치 및 분배로 인해 전반적인 태스크 수행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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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프로세스와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은 향후

연구지원

레이아웃 측면 에서는 정보들 간 중요도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사용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보의 양을 재분배하고 레이아웃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둘째, 연구지원시스템 기발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에 실

개선방안이

외

사용자인 연구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툴 팁 배치 및

연구 지원 시스템은 전문 시스템으로 특정 사용자를

인터랙티브한 노드(Node) 정보 제공이 있다.

위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안되었다.

그

실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4.3 네비게이션 측면

지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세스

다음은 네비게이션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앞서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상이한 접근 경로로 인하여

전반에 연구자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선이 사용성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네트워크 가시화 단계로서의 진입에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태스크 수행에 있어 몰입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네비게이션 측면에서는 실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 고려하여 프로세스 진행 단계를
논리화 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안되었다.
그 외 개선방안으로는 데이터 기입 전 기입 예시 제공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STI 치매 연구 지원 시스템 알츠나비
사용성 평가를 통해 연구지원시스템의 사용성 문제를
검토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해 그간의 개발 중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본 연구 지원 시스템이 사용성을
확보 함으로서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이를 다시 실 사용자를 통해

4.4 피드백 측면
다음은 피드백에 개선 방향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앞서
태스크 진행 중 현재 진행 중 단계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였다. 태스크 수행에 있어 시스템
상태를 적절히 시각화 하지 못하면서 시스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에 피드백
측면에서 시각적인 시스템의 상태를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안되었다. 그 외 개선방안

검증 함으로서 문제 발견과 개선의 선순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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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 대한 이해와 사용성검토가 미진하게 이루어
지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결과로 연구환경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지원 시스템을
이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용성
문제는 연구지원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선 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연구 지원 시스템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개발 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환경을 고려 하여
연구프로세스, 용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하다.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연구프로세스나 전문 용어라 할 지라도 연구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방식과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발생하는 하는
상황을 발견 할 수 있었다.이해가 가능하면서도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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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빠를수록 유병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초기

요약문

단계에서는 환자가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 발견

당뇨망막병증은 성인의 가장 큰 실명 요인으로 해마다

및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4,5].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의 초기 인지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완치가

선진국에서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 예방을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초기 인지를 돕고

위하여 조기 검진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의료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시행 중에 있다[6]. 특히

형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뇨

최근에는

환자(46명) 및 당뇨망막병증 환자(11명)를 대상으로

프로그램(The

NHS

Diabetic

환자의 병증에 대한 인지, 태도 및 기존 의료 서비스의

Program)을

통해

1

경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당뇨망막병증의 조기검진을 시행 중에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요구하는 UX

당뇨 환자의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경각심과 이를 통한

요소와

조기 검진 및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인지하는 것이

서비스

터치포인트를

발굴해

중요하게

중요하기

고려해야 할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

당뇨망막병증

때문이다.

차

그러나

Eye

조기검진
Screening

의료기관에서의

국내의

경우

사용자의 물리적인 불편함 해결, 조기 진단이 가능한

당뇨예방사업을 통해 1 차 의료기관에서의 당뇨 검사

의료 환경으로의 접근 유도, 쉽고 효율적인 검진 체계,

및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당뇨망막병증의 예방

환자의 특성 및 상태에 따른 관리 체계의 확립이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적절한 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전무한 실정이다.

요소로

파악되었다.

결론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의 체계적인 사용자 중심 예방 및 관리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한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요구하는 UX 요소를 탐색하고,

주제어

서비스 터치포인트를 발굴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당뇨망막병증, 당뇨, 조기 검진, 예방 및 관리, 사용자

따르면, 1 차 의료기관에서 안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경험, 의료 서비스 디자인

평균 검사 시기는 5.98±5.30 년으로 매우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증상이 없거나 불편하지

1. 서론

않거나(50%),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로

주도적으로 예방 및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여러

요인이다[1]. 환자 수는 전체 당뇨 환자의 26-46%

연구에서 검증된 바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예방 및

정도로 추산되며[2] 매해 1.5%씩 증가하여 2040 년

관리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써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수는 29,40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갖는 병증에 대한 인지된

보고된 바 있다[3]. 특히 당뇨병을 15 년 이상 앓았을
당뇨망막병증의

당뇨망막병증은

유병률은

비가역적

75%에

특성으로

태도(attitude)와

이른다.

인해

몰라서(15%)라고

답했다[7].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합병증들은 환자가

성인 25 세에서 74 세 연령대의 가장 큰 실명

때

당뇨망막병증을

공통의

요구(common

needs)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번

측면에서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행동 동기

발생하면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전인 당뇨병과

요인으로써 태도와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온라인

함께 꾸준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첫 안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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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사용자

참가자

2.2.1

중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국내 당뇨 카페 중 규모가 큰 3 곳을 선정하여 일정

제안하고자 한다.

기간동안

서베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당뇨

환자(예비 당뇨망막병증 환자) 36 명, 당뇨망막병증

2. 연구목표 및 방법

환자 11 명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당뇨 환자 및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태도 및
기존 의료 서비스 경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요구를

당뇨 환자 36 명 중 남자 15 명(41.17%), 여자

분석함으로써

요소들을

21

측면에서

21.88

발굴한다.

UX
또한

측면에서
서비스

중요한
디자인

명(58,8%)이었고
세였다.

평균

이들의

연령은
당뇨

약

29.26±

중증도

평균은

어떤

2.48±1.32 이었고, 당뇨 평균 이환 기간은 5 년 이내가

터치포인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73.52%로 가장 많았다. 당뇨 관리 평균 주기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58±1.23 개월에 한 번이었다.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당뇨망막병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가 27 명(79.4%), 하고 않는

2.1 기존 서비스 디자인 구조 분석

환자가 9 명(20.6%)이었으며 관리하고 있는 27 명의

당뇨망막병증을 관리하는 환자는 당뇨 판정을 받은

환자의 평균 관리 주기는 5.5±2.42 개월에 한

이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인지를 시작으로 진료, 진단,

번이었다.

판정, 치료 및 관리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은

당뇨망막병증 환자 11 명 중 남자 1 명, 여자

다음과 같다: 1)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인지, 2) 내과,

10 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약 35.45±14.39 세였다.

가정의학과 등으로부터의 1 차 진료 혹은 안과로

당뇨 중증도 평균은 4.09±1.7 이였다. 당뇨 평균 이환

이관하여 진료, 3) 진단을 위한 안저 카메라 촬영 및

기간은 10 년이 이상이 63.6%로 가장 많았고, 당뇨

분석 4) 적절한 치료안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

관리

평균

주기는

2.2±0.78

개월이었다.

당뇨망막병증의 평균 이환 기간은 5 년 이내가
72.7%로

가장

많았고,

평균

관리

주기는

4.3±3.33 개월에 한 번 이었다.
2.2.2 문항
서베이는 총 46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 기존 당뇨망막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구조

참가자들은 평균 5~7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환자의 초기 인지가 어렵고,

문항은

당뇨

환자와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성병, 나이 평균, 중증도, 이환

당뇨 관리를 위해 내원하는 진료과에서는 대부분

기간, 관리 주기, 질환 관리 여부, 평균 관리 주기 등)를

직접적인 진료나 판별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안과를

우선적으로 물어본 후, 환자가 질환에 대해 가지는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태도에 대해 인지된 불안감(perceived anxiety),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이니 환자가 해결할 수

위험성(perceived risk), 필요성(willing to care)에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융합적 성격을 갖는

대한 문항과 환자가 겪었던 서비스 경험 (교육 여부,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결론에서 이에 대해

안저 검사 여부, 검사 시행 기관 종류, 연계 경험, 연계

제안하고자 한다.

필요성, 선호 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2 서베이

서베이 문항이 임상적인 내용 및 생소한 단어들을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의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방지하기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하여 예비 참가자들로부터 검토 및 의견을 받아

서베이 컨텐츠는 기존 문헌 검색을 통하여 당뇨병 및

1 차적으로 수정하였다. 1 차 수정 후, 임상적 타당성

당뇨망막병증과 관련하여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고

및 의학 용어의 적절성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와

판단된 요소에[4,6,7] 태도 및 서비스 경험 요소를

안과전문의의 검수를 받아 완료하였다. 서베이 도구는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인

타입폼(Typeform)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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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베이 문항 예시

환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지만, 당뇨 안질환을 관리하지

당뇨병 안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얼마나 되나요? (매우 높다면 7 점, 매우
낮다면 1 점)
당뇨병 안질환 (당뇨망막병증, 당뇨황반부종 등)에
대한 검사 혹은 진료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않는

환자의

불안감

점수가

관리하는

환자의

불안감보다 낮았다. 당뇨망막병증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뇨 환자 97.1%, 당뇨망막병증 환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3.3 서비스 경험: 질환과 의료기관 선택 요인

당뇨병 안질환(당뇨망막병증, 당뇨황반부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당뇨관리의료기관 및 안과의
상호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의료기관 종류에 있어서, 전체 환자의 당뇨 관리 1 차
의료기관의 비율은 34.1%이었고 2, 3 차 의료기관은
63.6%었다. 당뇨망막병증 관리 1 차 의료기관의
비율은

3. 연구 결과

42.10%이었고

2,

3

차

의료기관은

55.3%이었다. 또한, 전체 환자의 안저 검사 시행

3.1 인지도

기관은 1 차 의료기관이 43%, 2, 3 차 의료기관이

전체 환자 중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당뇨관리

57.5%이었다.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19 명(42.2%), 하지

당뇨망막병증 관리에 있어서 1 차 의료기관을 더

않고 있다 28 명(57.8%)이었다. 전체 환자 중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망막병증에
44
3

대해

명(93.3%),
명(6.7%)으로,

당뇨관리기관의

인지하고

있는

비인지하고
환자는
교육

있는

당뇨망막병증에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가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전체

관리

환자는

기관을

당뇨

관리

선택함에

보다

있어서,

당뇨망막병증 환자 중 1 차 의료기관이 45.5%였고 2,

대해

3 차는 54.54%로 당뇨망막병증 유무와는 관련이

대부분

없었다. 또한, 총 환자 군에서 27%가 당뇨망막병증

인지하고 있었다.

관리를 위하여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또한, 인지도와 비례하여 82.9%의 높은 검사율을

종류와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하였고,

당뇨관리

보였으나, 당뇨망막병증을 인지하지 못한 3 명 중

의료기관과 당뇨망막병증 관리 기관과의 상관관계는

2 명이 검사를 했다. 또한, 안저 검사를 하지 못한 5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당뇨

중 80%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검사 및 진료에 대한

관리를 1 차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환자의 91.7%는

안내 및 권유를 받지 못한 이유로 안저 촬영을

당뇨망막병증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기관에서

하고

관리를 1 차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 당뇨망막병증의
관리도 1 차 의료기관에서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점수(7 점 리커드 척도)는 5.85±1.39 점이었고,
평균

총 환자 군에서 89%가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받은

점수는

의료기관 종류에서 당뇨망막병증 관리를 계속 하고

6.54±0.52 점이였다. 당뇨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을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당뇨망막병증 관리 기관을

인지한 환자의 당뇨망막병증 위험성의 평균 점수는
5.96±1.3

차

있었으며, 안저 검사를 2, 3 차에서 받았음에도 1 차

당뇨 환자가 느끼는 당뇨망막병증 위험성의 평균
환자의

1

의료기관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

3.2 태도: 불안감, 위험성, 필요성

당뇨망막병증

관리도

선택할 때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점, 비 인지한 환자의 평균 점수는

3.4 핵심 UX 요구 요소

4.66±1.15 였다. 위험성 점수는 환자 모두 높았으나,
특히 해당 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높았고 비 인지하고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기관 종류는 1 차 의료기관이

있을수록 낮았다. 당뇨 환자가 느끼는 당뇨망막병증에

32.4%, 2, 3 차 의료기관이 67.6%이고 당뇨망막병증

대한 불안감 평균 점수는 5.76±1.65, 당뇨망막병증

관리기관 종류는 1 차 40.8%, 2, 3 차 55.6%이었다.

환자의 불안감 평균 점수는 5.81±1.32 였다. 당뇨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당뇨 관리 기관은 1 차가 40%, 2,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을 인지한 환자의 불안감 평균

3 차가 50%이었으며, 당뇨망막병증 관리기관은 1 차가

점수는 5.74±1.67 이었고, 비인지한 환자의 평균

45.5%, 2, 3 차가 54.5%로 당뇨망막병증환자의 1 차

점수는 6±1.73 이였다. 당뇨 환자 중 당뇨 안질환을

의료기관 선호도가 더 높았다.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불안감

평균

점수는

당뇨

5.9±1.46 이었고, 비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평균
점수는

4.8±2.11

이었다.

불안감

환자의

안저

검사율은

당뇨

환자

대비

85.29%이였으며, 당뇨망막병증은 모든 환자가 안저

점수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당뇨 환자의 42.8%가 1 차

당뇨망막병증 여부, 인지여부와는 상관 없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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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고,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표 4. 당뇨망막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경험

63.6%가 2, 3 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

요소

표 2. 경험한 협진 서비스 종류

내용

내용
당뇨 환자

당뇨망막병

(%)

증 환자(%)

53.3

60

당뇨관리기관-안과
병원 소개

당뇨망막병증

(%)

환자(%)

47.1

72.7

28.9

18.2

5.9

9.1

당뇨관리의료기관에
서 당뇨와 함께
관리하다 치료가 필요
시 안과 진료

데이터(당뇨 및 안질환

20

관련)의 공유
EMR 시스템 연동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협진
기타(입원했을 때)

대형병원 안과에서

20

20

-

-

20

6.66

관리
동네 안과에서 관리
가정에서 환자가
관리하다가 치료가

-

5.9

필요 시 안과 진료
한의원에서 관리

표 3. 지속적인 당뇨망막병증 관리를 위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 방식

순위

당뇨 환자

2.9

4. 결론

당뇨 환자

당뇨망막병증환자

1.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2.

환자 동기 유발

3.

4.1 논의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본 연구는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인

전문적인

당뇨망막병증을 개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교육

연계 의료서비스

제안하기 위함이다. 당뇨망막병증은 성인의 가장 큰

4.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검사 및 관리

5.

검사 및 관리

교육

실명 요인으로, 당뇨병을 15 년 이상 앓았을 때
당뇨망막병증에 걸릴 확률이 75%에 이른다.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불가능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환자가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 당뇨병과 함께 꾸준한

당뇨 환자의 55.9%,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45.5%가
당뇨망막병증

예방

및

관리를

관리와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당뇨관리의료기관-안과의 협진을 받아본 적 있다고

지원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답하였다[표 2]. 그러나 협진을 받았다고 답한 환자의

연구는 당뇨 환자와 당뇨망막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57%가 당뇨관리기관-안과 병원 소개를 경험하였다고

기존 서비스 디자인 구조 분석 및 온라인 서베이를

답하였고, 진정한 협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통해 질환에 대한 인지 정도와 질환을 대하는 태도,

협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환자가 동의하였다.

질환과 관련된 서비스 경험, 질환 단계에 따른 UX

특히 필요한 이유로는 당뇨 환자와 당뇨망막병증

요소를 파악하고,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환자가 비슷한 답변을 했으나 우선순위에 차이가

제안하고자 한다.

있었다. 당뇨 환자는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관리를

현재의 의료 서비스 구조상의 문제점은 서비스를

위하여(68.75%), 질환의 연계성 때문에(15.62%)

사용하는 환자가 지속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 물리적

순이었고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불편함(거리, 비용, 시간)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관리를 위하여(63.36%), 두 군데의 의료기관을 번갈아

내과와 안과에서 병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없어 별도의

다녀야 하는 번거로운 때문에(18.18%) 순이었다.

진료 체계에 각각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또한

두 환자 군 모두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서베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와 당뇨망막병증

선호하는 방식은 당뇨 관리 의료기관에서 당뇨와 함께

환자 모두 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리하다 치료가 필요 시 안과 치료, 대형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안저 검사 등을

안과에서 관리 순으로 동일하였지만[표 3], 필요로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요구 되는

하는 UX 는 다르게 나타났다[표 4].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초기 증상에서 비추어 볼 때, 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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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중심의 당뇨망막병증 의료 서비스 디자인

사진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간단한 모바일 도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궁극적으로

또한, 병을 앓고 있을수록 위험성에 대해 높이

물리적 문제로 인한 불편함과 1 차 의료의 대부분

인지하며, 질환에 대해 무지하고 관리하지 않을수록

내과여서 발생하는 진단의 연속성 부재, 조기 검진

불안감은 오히려 낮았다. 즉, 인지 정도와 관리 유무에

유도가 어려운 문제, 환자의 상태 및 특성에 따른 예방

따라 환자의 질환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및 관리의 체계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

것이다. 따라서 인지 정도와 관리 유무에 따라

서비스 디자인은 그림 2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각심이

대해

당뇨망막병증의 서비스 디자인에 있어 사용자에

정기적으로 추적하여 별도의 알림을 주거나 검사를

해당하는 환자로부터 파악한 UX 요소로 진단의 1)

유도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정확성(accuracy)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검사 접근성 재고 3) 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 등이

의료기관에서 당뇨를 이미 관리하고 있을수록 1 차
관리하는

3)

터치포인트로는 1) 예방 및 관리의 일원화 2) 안저

패턴이 있었다. 당뇨망막병증 유무와 관계없이 1 차
당뇨망막병증을

시의적절성(timing)

연계성(connectivity) 이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서비스

의료 서비스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선택에 있어 특이한

의료기관에서

2)

있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 관리 의료기관에서 당뇨와 함께

특히 새로운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서 필요한 솔루션의

관리하다 치료가 필요시 안과 진료’를 1 순위로 응답한

하나로 안저 카메라 기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것으로 볼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병증이 더

2.1 에서 밝혔듯, 사용자의 물리적 접근성의 불편함과

위협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환자-당뇨관리의료기관-안과 연계성의 부재는 조기

전문성과는 별개로 자신의 당뇨를 관리하는 1 차

진단을

의료기관에서 예방 및 관리를 일원화하기를 요구하는

당뇨관리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내과는 안저 카메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향을 보였다.

별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 진료 및 치료는
안과로 이관할 수 밖에 없다. 안저 카메라가 없는 경우

특히, 당뇨 환자와 당뇨망막병증 환자 모두 요구하는

당뇨 환자가 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인지했을 때

핵심 UX 요소로 질환의 정확한 예방 및 관리를

비로소 안과로 이관하여 진단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꼽았지만, 두 그룹이 겪고 있는 병증의 중증도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선호하는 의료 서비스 터치포인트가 달랐다. 당뇨

디자인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1) 환자-

환자는 조기 검진 및 예방을 위한 사용자에 대한

당뇨관리의료기관-안과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지속적 동기 유발이나 사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플랫폼 제공 2) 사용자가 스스로 조기 스크리닝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1 차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

가능한 안저 카메라의 개발 3) 1 차 의료기관인 내과와

및 관리를 원했다. 반면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이미

안과 간의 협진 체계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병증을 앓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위한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의 연계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의 특성상 사용자의 병증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경험이 진행되므로, 스크리닝이 쉬운 안저

4.2 당뇨망막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의료

카메라의 보급이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 안저 카메라는

서비스 디자인 제안

암막 시설이 존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촬영자,
동공 확대 약품 등이 필요한 만큼 일반 환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 안저
카메라에 관한 기술적인 구현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UX 를 검증하고자 한다.
4.3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디자인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설계와 목적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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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내과 의사, 안과 의사, 안저 카메라 개발사

당뇨망막병증의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제46권 제6호. 982-988.

소견.

대한안과학회지,

2009

그러나 서베이 결과가 사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출된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고려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뇨 환자나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개인의

병증에

대해

밝히고

서베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개인을 노출하는데 꺼림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표본이 참여하여 검증하는 형태의
서베이가 불가능 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베이
방식과 문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수는 적은
대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견을

서베이로

추출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조화 된 서베이를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대규모
서베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노출의 꺼림을
고려해 비식별화된 정보 처리를 통한 서베이 수집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주식회사

루티헬스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컴패노이드
랩스로부터 연구 자문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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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해 수행되었던 간병 업무를

요약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확장된 간호사 업무
영역과 작업 환경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전달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병동의 상황보드의 설계를
위한 기능 도출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FGI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안전관리
업무 영역에서의 현재의 업무 처리 방식과 업무 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식(SA)요소와
정보를

추출하였고,

환자파악,

환자안전모니터링,

예방간호 영역을 중심적으로 특징적 기능을 정리했다.
정리된 GUI 디자인 기능은 사용성 평가를 통해
기능검증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후

설계될

병동

간호사가 제공하게 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근무
상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간호사 업무의 범위 확장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의 증가와 환경의 복잡함
속에서 간호사의 인지 부하를 줄일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전달 미디어의 마련이 매우
중요해질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업무 영역을 이해하고,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
이하 SA) 이론에 기반하여, 병동에서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여 병동 내의
상황보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A 모델과 SA 정보
SA 라는 개념은 의사결정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주제어

안전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항공 산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황인식(Situation

것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경에 맞추어 변화된 간호사의

상황보드는 간호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 있고, 효율적인

간호사

업무,

Awareness),

병동

환자안전관리,
상황

보드,

발생하였고[1], 종사자는 안전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업무 정보와 환경 데이터를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SA 는

GUI 디자인 기능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Endsley 는 SA 를 3 수준으로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2014 년,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호자의 간병 문화가 병원 감염 확산의
주 원인 중의 하나로 판명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병원 환경과 더불어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호인력에 의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분류한 SA 모델을 제시하였다[2].
• 수준 1: 지각 (Perception) : 주위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해 상황판단을 위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단계
• 수준 2: 이해 (Comprehension) : 습득된 정보들의
융합을 통해 현재의 특정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
• 수준 3: 예측 (Projection) : 현재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 변화를
예측하는 단계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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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역에서의 SA 정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분석틀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rdram 등이 구분한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변화된 병동 환경 속 간호사의

SA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SA 요소를 파악하여,

정보를

중심으로

병동에서의

정보

체계를

병동에서의

구분하고자 하였다[3].
•

Social Awareness :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
대해 인식. 동료/환자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주요

기능요소를

4.1. 연구 설계

Spatial Awareness : 한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대해 인식. 특정 위치의 모니터링 정보

•

필요한

4. 간호사의 SA 요소 분석

제시되는 현재 하는 일, 상황, 위치정보
•

상황인식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의
업무 변화를 비교하여, 환자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Temporal Awareness : 과거, 현재, 미래의

간호사들의 SA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한 국내 상급 종합

활동에 대해 인식. 작업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일정의 시간적 흐름과 스케쥴링 정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Interview,

이하

2.2. 의료환경에서의 상황인식 연구
SA 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선된 임상
결과에 더 높은 수준의 SA 가 연관되어 있다는 국제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4]. 따라서, SA 에 대한 연구는
군사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의료 분야에서도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5]. 하지만 특히
환자에게 있어 영향을 주는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은
필수적이지만[6], 연구의 상당 부분은 마취의사와
임상외과 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FGI)를

(Focus

실시하였다.

Group
FGI

를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중에 나오는 다양하고 세밀한 부분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터뷰는 <그림 1>을
참고하여 a priori code 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데이터를 다섯명의 저자가 함께 비교 분석해 80%이상의
공통된 결과를 반영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SA 요소를 도출하였고, 이 요소를
병동상황보드 UI 디자인에 기능으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하거나, 병동에서의 SA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7].
2.3. 간호사의 업무 범위 변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간호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안전간호’ 영역에서

그림 2. 연구절차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8,9].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또한 간호업무 중 일상생활 보조 업무의 수행이

(HYI-17-011-4)후 진행되었다.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도
낮아졌다[10].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서비스와 간호
인력 관리를 위해서 간호업무 영역에서의

중요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2.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지난

2016

년

9

월

경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서울시 A 상급 종합
병원에서 일반 병동 근무경력만 있는 간호사와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경력을 모두 가진

3. SA 요소 분석 FRAMEWORK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반

병동은

재활학과였으며 총 6 명, 일반 병동 근무경력이 약
3 년~15 년으로 평균 7 년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 외과였으며, 총 4 명, 일반 병동 경력은
1 년~3 년으로 평균 2 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경력은 평균 1 년이었다.
4.3. 간호업무 SA 요소 분석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각 집단 별로 1 회씩 평균 1 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인터뷰

간호업무영역 중 ‘환자안전관리’를 세분화한 영역을

내용은 참여자들의 허락 하에 녹음하고 메모하였다.

기준으로 SA Theory 와 SA Information 을 연구의

FGI 가 종료된 후에는 전사한 녹취록을 수회 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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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였으며, 2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드를

공통적으로 도출된 키워드별 핵심 내용을 환자안전관리

기반으로 하여 코딩을 진행한 뒤 추가적으로 도출된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위 코드를 적용한 분석결과를 3 명의 전문가가

병동에 적용이 필요한 니즈와 그에 따른 SA Theory 의

참여하여 상호 검토하였다. <표 1>와 같이 두 집단에서

요소와 SA Information 요소로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표 1. 환자안전관리 기반 비교 분석
영역

1.
환
자
파
악

일반병동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간호사

SA분석

니즈

1.1
환
자
입
출
입
관
리

환자상황파악이힘듦

환자상황파악이안되고사고인지가힘듦

병실마다환자이름이나오고낙상위험군이간단하게
표시되거나그렇게되면괜찮을것같은데..낙상위험군의
마크가크게알람이되는건필요할것같은데.

환자가…어딜갔는지전혀알수가없고.회진을와도,환자가 환자 위치, 상태 등
Spatial
운동을 가서 회진을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 상황파악어려움
Awareness
멀쩡한사람인데무슨일이생기는경우…저희가무슨일이
정보
일어났는지몰랐다가.

2.1
낙
상
사
고
유
형

낙상유형다양,침대낙상사고는많지않음

낙상유형다양,침대낙상사고는많지않음

혼자서 가다가 휠체어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혼자
떨어지기도하고굉장히다양해요.침대에서일어나는사고는
그렇게많지는않고요

그냥걷다가주저앉는경우도있고,화장실갔다가바지를 다양한낙상발생위치
Awareness
갈아입다가….침대에서떨어지는경우는거의못봤고..수액 파악어려움
정보
줄에넘어지거나뭔가일어나서움직이다가넘어지지….

‘지각’ 부족
Social,

쿵소리로파악,주변에서알려줌
2.2
2. 낙 주변에서 주로 알려주세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상
환 알 간호사분들이가는거예요.
자 림
안
전
모
사소한목적의콜벨많음,구분힘듦
니
터 2.3
링 콜
벨 자기가필요한게가장중요한거니까..자기의우선순위에서...
목
저희가판단을해야하긴하지만.…사소한게울릴수도있기도
적

Spatial

쿵소리로파악,낙상감지센서매트의적은사용

3.1
낙 보호자와간병인교육하기,매트깔기등
상

‘지각’ 부족
Social,

낙상감지센서 매트…그런데 워낙에 왔다갔다 많이 하고, 낙상시발생소리외의
Temporal
좀만벗어나도소리가나다보니까그걸많이쓰진않아요. 환자의 위험 상황
Awareness
결국에는그냥낙상발생하고알게되는경우가대부분인것 파악어려움
정보
같아요….

그냥부르는용도가많음,주로화장실목적
화장실갈꺼니까도와달라.이게제일많고,그냥간호사를
부르는용도로.…진짜부르는용도.그냥부르는용도.

하고.그걸구분할수있는게있으면좋을것.

콜벨누른환자의즉각적확인어려움
2.4
콜
벨 알람만울리면저희가바로뛰어가가지고.사소한게울릴수도
확
있기도하고.그걸구분할수있는게있으면좋을것같아요.
인

‘지각’ 부족

‘이해’ 상충
콜벨의중요도분류와
환자의 콜벨
판단어려움

콜벨누른환자의즉각적확인어려움

목적

Social
Awareness
정보

‘’예측’ 부족
Spatial

콜벨이울리면아마간호사가다병실을볼거예요.…자기 콜벨울린환자의위치 Awareness
호실이면가서자기부르셨냐고하고,확인.그게몇번방의 파악어려움
정보
누가눌렀는지는모르고…직접가서봐야.

조무사님의 도움, 환자 병실 앞에 있기,
낙상감지센서매트사용하기등

‘이해’ 부족
3.
Social,
예
주기적환자평가,주기적사정,체외변경기사용·관리
에어매트리스,체외변경관리,욕창전문선생님의뢰
Temporal
방
간 3.2
Awareness
호 욕 주기적으로환자평가…,좀더피부상태를주기적으로사정을 ‘에어매트리스’깔고,체외변경2-3 시간에한번씩하고,욕창
지속적인관리를위한 정보
창 하고,진단을내리고,체외변경기도하고,공기층도필요하면더 전문선생님께의뢰….
환자상태파악어려움
깔아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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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표 2. 병동 상황보드 GUI 디자인 기능 정리

회진 참여, 간호 순회와 병실 순회를 통해 환자를

영역

반영 요건

파악하기 위해서 환자의 위치 정보가 중요하지만 일반

기능 도출
환자 상황 정보

Social
Awareness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모두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위치 정보와

환

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간호사의 ‘Perception’형성을

1. 자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 입

•환자안전모니터링

자 출

환자 안전모니터링의 경우 병증이 급격히 악화되는

악 관

일반적인 경우와, 낙상, 이동 등이 주요한 행동 이벤트로

리

파 입

Spatial
Awareness

차별화

-주의환자의 퇴실시 팝업
알림
-모든환자 입퇴실여부 아이콘
시각화

Awareness

요인으로 간주되며, 병동의 과 특성에 따라 환자의 낙상

-환자분류별 상태표시 아이콘

환자의 현 위치 정보

Temporal

나타난다. 특히 낙상의 경우 병동에서의 주요 사고

부재 환자의 과거 상황 정보
-환자의 출입시간 히스토리
정보 제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병동 모두 공통적으로

다양한 낙상 위험 장소 정보

떨어지는 소리가 낙상을 인식하는 주요 정보였다.

-사고 발생시 환자의

낙상의 경우, 예측 가능한 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

Spatial
Awareness

케이스가 대부분으로, 이를 모니터링해서 보다 신속한

환자 상황에 대한 빠른 ‘Comprehension’과 긴급 환자에

낙상사고 발생시

낙

대한 ‘Projection’을 위한 정보의 구성이 필요하다.

환자상황정보

상

Social
사 Awareness

•예방간호

고

환자의 예후를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예방

과거 낙상사고환자 상황
정보

2.
환

Temporal

자

Awareness

전

<표 2>와 같이 각 영역별 GUI 반영을 위한 요건을

모

정리하고 그에 맞는 기능을 도출하였다.

니

6. 결론

링

벨
확
인

병동 상황 속 SA 를 분석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SA

Theory

와

SA

Information 요소로 분석해 상황보드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기능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도출된 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툴로의 확장을 위해 시나리오 평가와 기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류된 목적표현의 기능 필요

-콜벨 환자 병상 위치 시각화
강조
낙상감지센서매트 오류, 환자

Social

3. 낙
Awareness
예 상
방

·

간 욕
호 창 Tempor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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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력할 수 있는

콜벨 요청 환자 위치 정보
Spatial
Awareness

있도록 핵심 기능을 도출하였다.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사고 발생 히스토리 정보

콜벨 요청 환자의 목적 정보

Social
콜 Awareness
터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사고발생 시간 정보 제시
제시

안

위에서 도출된 SA 요소와 니즈를 바탕으로 오른쪽의

‘환자안전관리’

표시

림

대한 정보가 주요한 상황인식 요소이다. 그 중 욕창의

중

-사고 발생 환자 상태 정보
-사고 발생 팝업 알림

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특히 스케쥴 관리에

5. 병동 상황보드 GUI 디자인 기능 도출

포함)
아이콘 강조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들의 잦은 콜벨 사용에서

필요하므로 각각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위치정보 표시 (병실 외 장소
-병실 안 사고발생 환자 병상

‘Perception’과 ‘Comprehension'을 돕기 위한 정보

경우, 지속적인 환자 상태와 사용하는 기구의 관찰이

적용 예시

낙상 위험 감지 정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 아이콘으로 시각화
환자 상태의 호전여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주의환자의 상태 히스토리
정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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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대기시간에

어린이병원, 지각된 대기시간, 대기 공간, ICT 서비스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지각된

1. 서 론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이라는 환경에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쉽게 느끼는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병원에는 적합하지
않다.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가장 많고 공통된 불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병원의 대기공간에서 의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기시간의
지연이다(Park,
2001).
최근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의료기관에서는 외래 진료 시 진료 예약을 원칙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서울아산병원의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는

하여 진료예약을 하고 내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약을 하고 외래에 내원한 환자조차도

진료를 위해 방문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기시간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동에서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경우 통제가 어려운 아동과
경험이 없는 보호자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경우 대기시간을 주로 아동을 돌보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 환자들의 지각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어린이병원
대기 공간을 개선시키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여주거나 대기 환자의 순서
및 대기시간을 모니터에 표현하는 등 지루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병원의

경우

아동은

대기시간의

대부분을

보호자와 함께 보내게 되며, 의료진 중 간호사와 가장
많은 접촉이 이루어진다(하지민, 2016). 아동은 병원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보호자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병원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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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및 간호사의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다 오랫동안 기다린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것으로 지각한다(Kellaris and Kent,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체감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로

대기시간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평소 대기시간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다리므로
대기시간을
더욱
길게
된다(Maister, 1985). 의료시설에서는

해결할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공하는 의료진의 수를 늘리거나, 의료 대기 시설을
확충하여 객관적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에서 발생하는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아산병원의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진료를 위해 방문한 아동 및

지각된 대기시간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호자의 대기공간에서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사,

2.2 어린이병원의 특징

분석하였다.

어린이병원은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어린이병원

관찰

지각하게
서비스를

일지와

포토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병원의

병동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해 2 가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2.2.1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함과 대기시간 개선을 위한

어린이들은

간호사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과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총 28 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어린이병원의 지각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ICT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 환자의 특성
급격하게

성장

발달하면서

지각하고

사고하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존재이다(이정주, 2008). 특히 아동들은 발달 과정상
주위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
외에도 진단 치료 과정과 입원 생활 환경으로부터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것은 질병의 치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소영,

2013).

또한

이병준(2001)은 외래환자의 경우 헤맴, 복잡함, 기다림
등의 병원의 환경적 요인이 주요 스트레스 원인이었으며,

2. 이론적 배경

하세강(2006)은 환경 심리상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

2.1 지각된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부터 제공되기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한다(Taylor,
1994). 대기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많으나

대해서 소아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으로 위축되기
쉽다고 설명한 바 있다.
2.2.2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특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간호의 대상자이며 그들에게 발달단계에

대기시간은

간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Lloyd, Urquhart, Heard, &
Kroese, 2008). 그리고 어린이병원 특성상 환자 및

객관적(절대)

대기시간과

지각된

대기시간(perceived waiting ti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대기시간은 명확하고 절대적인 시간개념으로
항상 일정하지만, 지각된 대기시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므로
대기상황마다
다르다.
자원
할당
모델(resource-allocation model)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시간 측정은 인지 시계(cognitive timer)로 측정된 시간

맞는 개별 간호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보호자는 간호사와 많은 접촉이 이뤄지므로(하지민,
2016), 어린이병원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요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위의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각된 시간은 주변환경과 시간 흐름에 대한
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Zakay, 1989). 즉,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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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호자 설문 조사 결과

3. 사용자 경험 분석

질문

빈도

비율

자녀 돌보기

16

57%

하는 행동

스마트폰

12

42%

(보호자)

아무것도
안함

2

7%

스마트폰

7

25%

아무것도
안함

7

25%

잠

4

14%

놀이 공간

3

10%

진료 순서 및
지연 안내

2

7%

3.1 간호사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어린이병원의 대기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대기시간에

서울아산병원의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총 8 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기본적인 업무 정보와 현재 대기
시간 및 개선 방안 관련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간호사 인터뷰 내용
질문

대기시간에

답변

업무

진료실 별로 배치되어 일정을
관리하고, 교수님의 설명을 보충함

진료 프로세스

접수-계측-(예진)-진료

평균 대기시간

외래 20 분 이내 지연 발생

최장 대기시간

2 시간 이상

대기자 연령

0 ~ 만 19 세

보호자

부모님, 조부모, 친척 등

주요 불만사항

진료가 지연되면서 아이는 지루해서
짜증을 내고, 이에 보호자의 불만이
증가되는 패턴이 반복됨

하는 행동
(아동)

대기시간 개선
아이디어

설문조사 결과, 대기시간에 보호자들은 주로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하였고,
아동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대기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루함을 느끼는 아동들을 돌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들의

통제가 어려운 아동, 당일 진료를
특히 어려운 유형

대기시간 감소
아이디어

답변

‘놀이 공간’을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받으러 온 환자, 짐이 많은 보호자,
산소 장치를 장착한 환아, 경험 없는
보호자
놀이방 (안전, 감염, 관리 문제),
대기시간 인지 (돌발상황
어려움), 짐 놓을 장소 등

예측

인터뷰 결과, 간호사 입장에서 ‘통제가 어려운 아동’,
‘당일 진료 환자’, ‘짐이 많음’, ‘경험 없는 보호자’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대기시간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놀이방’, ‘대기시간 인지’,
‘짐 놓을 장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안전 및 관리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돌발 상황 및 간호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1 분석 결과를 토대로 ideation 하는 과정

3.2 보호자 대상 설문 조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서울아산병원의 어린이병원에
내원한 아동의 보호자 28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령대별 비율은 30 대 18 명(64%), 40 대 8 명(29%),
50 대 2 명(7%)이다.

4. 지각된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ICT 서비스
제안
간호사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한
결과, 대기시간에 통제가 어렵거나 지루해하는
아동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요구가 발견되었다. 실제로 어떤 활동에
집중하여 ‘몰입’할 때, 시간에 대한 왜곡(Distortion)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Hoffman & Nova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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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리적 재미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인

정의하고,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여러 모양의

체감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선행 연구(최문기, 2010)를
참고하여, 대기 공간의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활동에

물고기들과 캐릭터들은 MovePic 으로 정의한다.
4.2.2

집중하게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감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자원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했고,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솔루션
도출을 위한 ideat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병원의 대기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동들의
그림과 IT 기술을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다.

웹 화면에 띄우기

미리 지정한 폴더를 탐색하여 이미지들을 화면에
배치한다. 앞서 저장한 대로 파일명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MovePic 들에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코드를,

FixedPic

들에는

고정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는 코드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화면이 가득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나타난 캐릭터를 순서대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캐릭터의 개수를 최대 10~15 개로

4.1 서비스 시나리오

유지할 예정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인터뷰 및 보호자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병원의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과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ideation
과정을 통해 어린이병원의 지각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ICT 서비스를 제안했다.
최근 대부분의 병동에서는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원 홍보 자료 또는 대기 고객의 순서 및
대기시간을 모니터에 보여줌으로서 지루한 대기시간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병원의 대기 공간 관찰 결과 TV 를 시청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보호자는 아동을
돌보는 데 대부분의 대기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대기 공간 시나리오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아동들은

물고기,

조개,

아루미(서울아산병원 캐릭터) 등이 그려진 종이를 받고
색연필 또는 사인펜을 사용하여 윤곽선 내부를 색칠한다.
직접 색칠한 종이를 대기 공간 앞에 위치한 스캐너에
넣고 5~10 초 정도 기다리면 캐릭터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화면에 나타나 마치 바닷속 실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는 관찰 조사 시, 서울아산병원의
어린이병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수족관의 컨셉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병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들은 주로 건축 설계 및
실내디자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달리,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토대로 한정된
자원이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적 IT 기술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프로토타입만 구현된 상태로 지각된

4.2 기술 개요
4.2.1

따라서 어린이병원의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서는 일반
성인 병동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대기시간 감소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서비스를 완벽히 구현한 후, 어린이병원에

스캔 후 객체 인식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에서 외곽선
부분을 따라 객체를 추출해낸다. 추출한 객체는 분석 및
비교 과정 후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된다.

직접 설치하여 지각된 대기시간의 감소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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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다. 조개, 불가사리, 문어 등은 바닷속에서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며 고정되는 그림으로 FixedPic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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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S-2017-0508-000).

- 19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참고 문헌

11. Yoon,

이미지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Global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비스품질평가에

미치는

연구." 경영논총 23 (2002): 43-61.
3. 박유식.

"대기시간이

and

Su-Bae

Kim.

"의료서비스에서 물리적 환경, 공정성, 지각된
대기시간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1. 강한승. "의료서비스에서 지각된 대기시간이 병원의

2. 김수배, and 윤성욱. "의료서비스에서 대기시간이

Sung-Wook,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2.1

(2003): 135-154.
12. Kellaris, James J., and Robert J. Kent. "The
influence of music on consumers' temporal
perceptions: does time fly when you're having
fu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 (1992):

영향." 마케팅연구 15.1 (2000): 1-25.

365-376.

4. 박찬권, and 곽은주. "원저: 의료서비스에서 고객

13. Lloyd, Michael, et al. "When a child says ‘no’: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기시간 관리에 관한 사례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with children

연구." 한국병원경영학회지 14.3 (2009): 132-153.

having invasive procedures." Paediatric Care 20.4

5. 윤성욱,
and
김수배.
"의료서비스접점에서
대기시간이 서비스품질평가와 애호도에 미치는

(2008): 29-34.
14. Maister, David H. The psychology of waiting lines.

영향." Asia Marketing Journal 5.1 (2003): 1-22.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1984.

6. 이정주. "감성마케팅을 적용한 어린이병원 설계에

15. Novak, Thomas P., and Donna L. Hoffman.

관한연구-시각적 요소를 고려한 실내공간계획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easuring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2008).

Interval Research Corporation 31 (1997): 1-36.
16. Park, Seong-Hi. "Analysis of factors delaying on

7. 정소영, 김예슬, and 최광석. "소아병동의 치유적
휴게공간에

관한

연구." 의료·

복지

건축

waiting time for medical examination of outpatient

(구

on a hospital."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9.1 (2013): 23-34.

Care 8.1 (2001): 56-72.

8. 최문기, et al. "게임의 재미 요소가 주관적 시간
지각에

미치는

17. Taylor, Shirley. "Waiting for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delays and evaluations of

영향."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1.단일호

service." The journal of marketing (1994): 56-69.

(2010): 33-40.
9. 하세강, and 최상헌. "어린이 병원 실내디자인에

18. Zakay, Dan. "Subjective time and attentional

나타난 감성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2005).
10. 하지민, and 박수빈. "사용자 중심의 어린이전문병원

resource allocation: An integrated model of time
estimation." Advances in psychology59 (1989):
365-397.

계획을 위한 사용자 평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5.1 (2016): 192-200.

- 192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셀프 트레이닝을 위한 피트니스 디바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Fitness Device for Self-training
최낙환
Knock Hwan Choi

정연찬
Yun Chan Chung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기술융합전공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디자인기술융합전공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cience & Technology

Design and Engineering Program
lightofbnt@naver.com

Design and Engineering Program
ychung@seoultech.ac.kr

요약문

또한 10 명 중 6 명은 살을 빼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외모를 가꾸기 위함이며,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1]. 이에 더불어 최근 매체들을 통해

근육운동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셀프 피트니스
디바이스를 개발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제품들이

갖고

다양한 피트니스 모델, 운동법, 피트니스 대회들이
소개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등의 근육

있는

운동과 탄탄한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운동 중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피드백에 실시간으로

필수적이며,

초심자들에게

관련

지식과

경험의 부족함은 쉽게 겪는 어려움이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반응하여 상호작용이 있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며,
동시에 디바이스의 외적인 개발은 기존의 제품들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흥미를 잃기도 쉽다.

차별점을 갖도록 폴리올레핀 겔을 사용한 점착식

1.2 기존 피트니스 디바이스의 문제점

제품으로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개선된
사용성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및 동기부여를 제공

몸을 가꾸기 위해 사람들이 주로 찾는 방법 중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는

피트니스

디바이스

구매이다.

피트니스

디바이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현재는 앞으로의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로
피실험자가 근육에 의도적인 집중을 했을 때 운동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연구 및 개발의 가능성

컨설팅 업체 엔데버 파트너스가 지난 2014 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디바이스가 지속적으로 사용 되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받는다. 사용자의 약 30%는

검증에 목적을 두었다. 실험 결과 실험자의 음성
피드백에 반응하여 집중한 경우 근육의 활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6 개월만에 사용을 중단했으며, 약 50%는 1 년정도
사용했다. 사용을 중단하는 이유는 디바이스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의 감소이다.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운동 효과 및 동기부여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초기에는
정보를 흥미롭게 받아들이지만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상함을 느끼게 된다[2].

주제어
피트니스 디바이스, 셀프 트레이닝, 근육 운동,

1.3 근육 운동을 위한 피트니스 디바이스의 부족

기능성 게임, 사용자 경험

시장조사 기업인 NPD 그룹이 2014 년 발표한

1. 서 론

피트니스 디바이스 판매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96%가 유산소 운동 위주의 제품(FitBit, Jawbone,

1.1 근육운동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

Nike)인

소비자 시장조사 전문 기업 ‘트렌드 모니터’의

것을

알

수

있다.

근육운동을

위한

디바이스는 기타로 분류된 4%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3]. 그 중 근전도 신호를 활용한 디바이스는

2017 년 7 월 조사에 따르면 10 명 중 8 명(81.1%)은
자신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데 대표적인 ‘A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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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디바이스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
1.4 연구 목표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한 최종 연구
목표는 근육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셀프 트레이닝을
위한 피트니스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다.

그림 1 근전도 신호의 스펙트럼

프로토타입 제작과 실험을 통해 근육 운동 효과와

그림 1 은 근전도 신호의 일반적인 스펙트럼이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제품에서 부족했던 사용자와의

그림과 같이 여러 잡음들이 섞이는 신호이다. 따라서
수치 데이터 분석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진폭 크기를 비교하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는

상호작용을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감각 피드백을
통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근전도 신호를 핵심적인 생체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근육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신호를 보면 근육에 집중적인 수축을 줄

데이터로 사용하여 운동 시 신체의 움직임보다는
목표 근육의 활성 정도를 직접 파악하는 디바이스

때 표시된 부분처럼 진폭이 커지는 것을 즉시 확인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수 있다. 이런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본인의 근육 운동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연구는 최종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검증을 하는 과정이다. 피실험자들이 운동할 때 음성

3. 연구 내용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운동 집중도와 운동 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3.1 연구 개요

근육의 활성 정도 변화를 통해 상호작용과 감각
피드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제품이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센서 중심으로 운동 시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고 있기

2. 적용 이론 및 개념

때문에 목표 근육에 집중하여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근육운동은 목표 근육과

2.1 트레이닝 원리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육

운동은

주위의 다른 보조 근육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같은 동작을 취해도 주변의 보조

본인이

목표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근육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집중하여

운동을

해야

근육의 개입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동작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근전도를 사용하면 직접적인 근육의 상태를 파악할

한다.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 중 의식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표하는 운동 부위의 움직임, 수축, 이완

수 있기 때문에 앞의 문제들의 개선이 가능하다. 목표
근육의 활성 정도를 파악하고 운동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등에 생각하고 집중해주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4].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한다.
2.2 근전도(筋電圖, Electromyography)
따라서 개발할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은 근전도
신호를 이용해 목표 근육의 활성 정도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개략도

근전도는 근육이 수축하거나 자극되면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제대로 운동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기적 신호로, 신호의 진폭을 통해 근육의 활성
정도의 파악이 가능하다[5]. 근육의 수축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신호의 진폭이 커진다. 따라서 목표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선 디바이스들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흥미를

근육에 집중해서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육의
의도적인 수축으로 근육의 활성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잃지 않게 해주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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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할

최적의

밀착하기 쉽다. 또한 폴리올레핀 겔은 간단한 세척 후

방식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게임은
시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자극까지 실시간으로 피드백

수

있는

방식은

게임이며

재사용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하여 사용자가 그에 반응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이

표 1. 기존 피트니스 트래커의 대표 유형

뛰어난 컨텐츠이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하는
게임의 특성상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유형

손목 밴드형

의류형

이어폰형

FitBit

Athos

Dash

예시

제품명

3.2.2
개발할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피드백과

상호작용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앞서 말했듯 지금까지의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사용자의 여러 생체 데이터들을
모아서 수치나 그래프로만 제공하고, 몇몇 개선된
어플리케이션은 간단한 운동 코칭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피드백들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식상함을 느끼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림 3 어플리케이션 시작 후 시스템 플로우차트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실시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피드백 중 사용자가 가장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 와 그림 3 의 내용과
같다.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후 운동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에 맞춰

선호하는 것은 운동 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으로 본인이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길 원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각 피드백은

운동을 하면 센서를 통해 디바이스가 근전도 신호를
입력 받고 분석한다. 신호 데이터와 분석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등 무선 통신으로 스마트폰에 전달하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각, 촉각, 시각
효율적이다[6]. 앞서 설명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청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의 피드백
신호를 디바이스에도 전달하여 진동 등의 촉각
피드백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피드백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운동 중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드백에 반응하고, 끝난 이후
확인하는 점수, 랭킹 등을 통해 바로 상호작용과

있다.

피드백이 감각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자 또한
실시간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운동

동기부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운동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집중도가 높아진다.

4. 파일럿 테스트 결과

3.2 디바이스 개발 시 고려사항
3.2.1

피드백의 순서로
게임이 제공하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용자의 운동시 집중과 근전도

디바이스 착용 방식

신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운동하면서 불편하지 않아야

진행했다. 근전도 센서 및 측정 어플리케이션은
‘Kong Tech’사의 PlutoconDK-EMG 근전도 센서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형, 경량이어야 한다.
동시에 디바이스는 신체에 밀착해서 센서가 운동하는

모듈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대상은

근육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27~29 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근육 운동 경험이 있는
3 명을 파일럿 테스트 했다.

제품보다 착용 방식이 중요하다. 손목 밴드형, 의류형,
이어폰형 등의 대표적인 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는 10 회씩 총 4 세트의 푸쉬업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실시했다. 처음과 세 번째 세트에서는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운동을 실시 했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세트는

여성용 점착식 속옷에 사용되는 폴리올레핀 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탄력 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점착할 수 있다. 피부에 맞닿기 때문에 센서가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흉근에 더 많은 수축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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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도록 했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의 영향을

이번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줄이기 위해 세트간 휴식시간은 2 분을 주어 근육이
최대한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셀프 피트니스 디바이스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개발이 이루어지면 초심자들도 충분히
혼자서 꾸준하게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 창조
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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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Context 정보를 활용한 Smart Lock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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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문인식을 통한 이체

요약문

기능을 중심으로 UX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3].

최근 스마트폰 분야에 보안관련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안성에 사용성까지 고려한 Usable

이렇듯 Usable Security 분야가 최근 주목 받고

Security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UX 디자인 분야에서도

Smetters(2002) 는 두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다. 첫

사용성을 고려한 보안 기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번째로는

많이 필요하나 아직은 새로운 시도가 많이 없는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보안

상황이다. 우리는 Google Android OS 의 Smart

기술의 사용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Lock 기능을 사용성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의

하나의

통해

컴퓨팅 환경 역시 데스크톱 컴퓨터와 중앙 집중 식

Google 의 Smart Lock 의 한계를 파악하고 좀 더

서버에서 스마트 폰과 같은 소형 무선 장치의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확산으로 인해 다수의 컴퓨터 또는 컴퓨팅 장치를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스마트 폰 보안성을 향상

보유하는

시키고자 한다.

주장하였다[5].

시도로

주목하였고,

본

연구를

컴퓨터

환경으로

1.2 Usable

주제어

보안

변하고

Security

사례:

기술의

있기

보안성을

때문이라고

Google

Android

OS 의 Smart Lock 기능

Usable Security, Smart Lock, Context Awareness,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UX 디자인 분야에서도

HCI, UX

사용성을 고려한 보안 기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아직은 사용성을 통해 보안 문제를

1. 서 론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설계하려는 시도는 많이
없는 상황이다.

1.1 사용성을 고려한 Security 기술의 대두

그러던 중, 우리는 Google 의 Smart Lock 이라는

최근 스마트폰 분야에서 보안성에 사용성까지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사용성을 통해 보안 문제를

고려한 Usable Security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해결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주목하였다. Google 의

김(2016)은

Smart Lock 은 Google 의 Android 가 설치된

Facebook 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스마트 폰에 탑재된 기능으로서 사용자가 특정

방법을

상황에서 기기가 자동 잠금 해제되도록 설정하는

연구하였고[1], 한(2014)은 여러 은행사의 스마트

기능이다. 자동 잠금 해제되는 조건은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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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소”,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신체 활동 감지”,
“음성 인식 잠금 해제” 등이 있다. 우리는 Google 의
이러한 시도가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 잠금 해제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상황에는 더욱
강력한 기기 잠금 설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기의
전체적인 보안성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는 Android 7.0 버전이 설치된 Galaxy
S8/S8+을 사용하는 사용자 60 명(직장인 30 명,
학생 30 명)을 대상으로 기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림 1 : Smart Lock 을 사용한 기능 설정의 화면 예시

휴대폰 잠금 해제 방식에 대한 사용 행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2017

년에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Smart Lock 의 사용행태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60 명의 사용자 중 Smart

그런데 사용자가 기기를 자동 잠금 해제되어도

Lock 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20%인 12 명에

좋다고 느끼는 상황은 사용자가 위치한 장소나

불과했다. 또한 이들 역시 활성화 한 Option 은

다른 기기와의 연결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에서 자동 잠금 해제가 주를

Context 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도

이루었다. 우리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Google 의

사용자는 매번 다른 상황에서 매번 다른 사람들과

Smart Lock 은 사용자가 보다 복합적인 Context 를

매번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에 따라 매번 다른

명시할 수 없어 편의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Google 의 Smart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ock 에서 이렇게 스마트 폰에서 쉽게 수집할 수

사용자의 Context 를 좀 더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있는 정보인 위치 정보, 다른 기기와의 연결 정보

기기의 자동 잠금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Context 를 이해하려 한 것은

Smart Lock 기능을 유의미하게 제공 하는데

사용자의 복잡한 Context 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핵심이라고

단순한 방식으로 모델링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판단하며,

이후

본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Google 에서 시도한 것
보다 좀 더 복잡한 사용자의 Context 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각 요소들을 조합하는

1.3 Smart Lock 의 본질과 한계

방법을 정의하여, 사용자에게 좀 더 유용한 Smart

Smart Lock 은 사용자가 본인에게 최적화된

Lock Solution 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Context 를 정의하여 해당 상황에서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스마트 폰 보안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동으로 잠금/해제 되게 하는 기능이다. Smart
Lock 에서는 사용자가 명확한 Context 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위치하거나,

2. 본 론

사용자가 특정 디바이스와 페어링 하는 상황을
IFTTT(IF

This

Then

That)

형태의

2.1 User context value understanding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앞서 언급한 2017 년 실험 결과에서의 Smart Lock

잠금 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사용율과 사용자들의 사용행태들을 미루어 보아,

(그림 1)

사용자의

Context

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마트 폰에서 흔히 활용중인
사용자의 위치 또는 다른 기기와의 연결 상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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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원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표 1. 디바이스에서 추출 가능한 User context info.[6]

정보들의 조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ndex

Things

Device Data

예를 들어 ‘장소’라는 요소가 사용자의 Context 에

WHEN

Date & Time

Scheduler info,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자.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Current Time…

위치할 때 사용자가 그 장소에 존재하는 시간,

WHERE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Location &

Engaged place,

Position

Current location,

사용자가 그 장소에서 다른 어떤 디바이스와

POI…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WHAT

왜냐하면 사용자는 같은 장소에서도(심지어 같은
시간일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과 있는 경우가

WHO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마다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동일한

WHY

Context 라고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된 정보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의 Context 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HOW

Hong(2016)은

Activity &

Meeting, Driving,

State

Walking…

Personal

Friend, Family,

Information

Business partner…

Schedule &

Official meeting,

Event

Moving, Chatting…

Method

Speaking, Listening,

사용자의 스마트 사용 패턴과 스마트 폰에서 수집

Tapping (Touching),

가능한 Data 를 활용해 이와 같은 Context 정보를

Face to Face
watching …

판단하는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한 바 있다[4].
Song(2016)은

이러한

정보들을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수집 가능한 Data 를 통해 모델링 하면

이와 같이 사용자 Context 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고 한다[6](표 1). 이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으며, 우리는 기존의 스마트

5W 1H 와 같이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요소들을

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Data 들을 활용하여

기반하여 모델링 되었다.

사용자 Context 이해에 유용한 정보를 모델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Google 의 Smart Lock 에는 위에
언급한 정보들 중에서 ‘WHERE’, ‘WHAT’, ‘HOW’
등의

일부

정보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표 2). 이는 Smart Lock 기술 완성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스마트 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사용자의 Context 이해를
위해 아직 잘 모델링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잡한 Context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Data 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Data 가 어떤
정보를 의미할 수 있을지 잘 모델링 되어야 하며
또한 이들의 활용 역시 기존의 1 차원적 Boolean
연산으로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에 활용 중이지 못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각 정보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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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Context 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표 2. Smart Lock 에서 현재 활용중인 User context info.
Index

Smart Lock Option

Validation Method

WHEN

지원 안 함

-

WHERE

신뢰할 수 있는 장소

GPS

WHAT

신뢰할 수 있는 기기

Bluetooth

WHO

지원 안 함

-

WHY

지원 안 함

-

그룹이라는 단위로 모델링 한다면, 유사 그룹 간에

HOW

신체 활동 감지

Gyroscope Sensor

정보를 재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림 2 주위 상황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 변화 예시

또한

사용자가

현재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친구와 함께 있는 경우를 그룹 2 라고 할 때

Acceleration Sensor

친밀도가 높은 직장 상사와 함께 있는 상태 역시
그룹 2 라고 가정한다면 두 경우 모두 같은

2.2 사용자 주변 인물 정보를 통한 복잡한

Context 로 간주하고 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면

Context 이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 정보를 Smart Lock 에
반영하여 스마트 폰의 자동 잠금 해제 될 지

우리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정보들 중 ‘WHO’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같은 장소,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 사용자가 집 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도 혼자 있는지, 가족과
같이 있는지, 동료 또는 그 외의 인물과 같이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Context 가 달라지게
된다(그림 2). 사용자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여유로움 등의 감정 그리고 그로 비롯된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집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 정서적 불안감
등의 감정 그리고 그로 비롯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스마트 폰을 잠금 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그림 3 기존 SMART LOCK 을 개선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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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보 조합을 통한 복잡한 Context 모델링

일상의 한 장면을 Scenario 로 구성하듯이 스마트
폰이 자동 잠금 해제 되는 조건을 설계할 수

우리가 제안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있다(그림 4).

1 차원 적인 정보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합하여
직접 Context 를 모델링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Google 의 Smart Lock 은 모든 조건이 OR
연산자로 결합된다. 즉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잠금 해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Context 에서도 잠금이
해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잠금 해제 라는
기능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잠금 해제를 위한 인증 절차는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판단하는
장치인데, 이를 OR 연산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기기의 잠금이 해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론에서 언급한 Galaxy
S8/S8+ 사용자 조사에서도 “Smart Lock 은 필요할
땐 편리한 기능이긴 하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잠금이 해제되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이 여러 가지 논리 연산에 의해
그림 4 Scenario 구성을 통한 Context 모델링

복합적으로 조합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사용자 A 는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스마트 폰 잠금이 필요

3. DISCUSSION

없다고 느끼지만 가족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 폰 잠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사용자의 Context 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집에 있다”

스마트 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Data 를 활용할

라는 조건에 AND 조건으로 “사용자 주변에 가족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하지 못

이외의 사람이 없다” 라는 조건이 결합될 때 비로소

했던

사용자가 기대한 Context 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보(Group

반대로,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구성을 통한 각 정보간 유기적인 조합 등으로

스마트 폰 잠금이 해제되어 있길 바라지만, 특정

사용자

상사가

잠금이

제안했지만 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유지되길 원하는 경우, 역시 AND 연산을 통해

이를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좀 더 다양화될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를 명확히 모델링 할 수 있다.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제 Prototype 구현 후 다양한

주변에

있을

때에는

도리어

모델링

하기
Value)의

Context

를

위해

사용자

추가적
명확히

주변

활용,
파악하는

인물

Scenario
방식을

Context 를 반영한 Smart Lock 이 Usable Security

이렇듯 1 차원 적인 정보를 복합적으로 조합하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보일 지 추가 연구가

것만으로도 보다 더 사용자 Context 를 정확히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를 ‘Scenario’ 라는
좀더 친숙한 개념으로 사용자에게 Context 를
모델링 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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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사용자의 Smart Lock 사용 행태를 통해
우리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상황인지

기능의

이해도를 좀 더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Intelligence, Context aware 한 디바이스 기능을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는 사용자의 5W 1H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추론하여 Context 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인용하여 좀 더 많은 사용자
정보들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활용방안들을 향후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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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연구는 발달 장애 아동의 문자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스마트
기기 화면에 제시된 문자의 획을 발달장애 아동이
따라 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문자 학습을
위해 음각 형태 및 LED 빛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문자
표현 장치(스마트 패드)와 이 장치를 제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발달장애
아동은 손가락과 눈을 동시에 사용하여 문자를
학습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이 음각 및 LED
빛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처리 기법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 초 안에 음각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손과 눈을
같이 사용하며, 아동들이 쉽게 문자 획을 따라 쓸 수
있는 문자 학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음각 형태로 문자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스마트 패드)와 이를 제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문자 학습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처리 기법을 통하여
성능을 파악한다.

주제어
2. 문자 학습 시스템

스마트 패드, 문자 교육, 협응, 영상 처리, 음각

문자
디스플레이

내부 구조

1. 서 론
배터리
시스템

발달장애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낮은 학습 및
인지 능력을 가진다[1]. 이러한 장애는 문자 습득에
큰 어려움을 갖게 만들며, 이는 곧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생활 진입을 늦추는 악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자 학습 방법 및 도구의 개발이 진행되었다[2-3].
이러한 문자 학습 방법 및 도구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시각적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효율적인 문자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발달장애
아동은 시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제공해 줄 때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일 수
있다[4]. 이를 위해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인 소근육을 자극하여 손과
눈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지각 능력과 문자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5].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문자를 손으로
따라 쓸 수 있는 문자 학습 방법들이 개발되었다[6-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PCB
하우징
사용자 접촉부
LED PCB
스위치
스위치 커버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

그림 1. 스마트 패드 구성도

제안하는 문자 학습 시스템은 발달장애 아동이
손가락과 눈을 동시에 사용하여 문자를 학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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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되었다. 문자 학습 시스템은 음각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패드와 이를 제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패드는
크게 문자 디스플레이와 제어 PCB,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된다.
문자
디스플레이의 셀 개수는 12 x 14 개(168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글의 자음(‘ㄱ’~’ㅎ’)과
모음(‘ㅏ’~’ㅣ’) 그리고 숫자 (‘0’~’9’)를 표현할 수
있다. 문자 디스플레이의 각 셀은 사용자 접촉부,
LED PCB, 스위치, 스위치 커버 그리고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로 구성된다(그림 1).

켜지므로 이진화된 이미지에 구동된 셀과 구동되지
않은 셀은 흰색 및 검정색으로 각각 표시된다. 흰색
부분만 추출하기 위해 윤곽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윤곽 객체들의 중심 좌표들을 구하고
저장하였다.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셀이 구동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약
4 개의 셀이 구동될 때 0.1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문자 ‘8’(셀 개수 : 36)의 경우 1 초
이내에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스마트 폰에서 학습할 문자 정보를 스마트 패드로
보내게 되면, 스마트 패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달받은 문자와 매칭되는 스마트 패드의 셀 좌표를
제어 PCB 측에 전달한다. 제어 PCB 는 전달받은 셀
좌표에 맞추어 솔레노이드를 구동시킨다. 이 때
솔레노이드는 솔레노이드의 상부에 위치한 스위치를
타격하게 되고, 스위치가 눌리며 음각 셀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셀에 위치한 LED 가 동작하며
빛나게 된다(그림 2). 한 번 구동한 문자와 동일한
문자를 다시 한 번 전송하게 되면 LED 가 꺼지고
아래로 내려간 셀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눈과 손가락이
협응하여 문자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문자 학습 시스템이 음각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지 영상 처리 기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1 초 안에 자음, 모음 및
숫자를 음각 및 빛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한 문자 학습 시스템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복합적인 감각(시각 및 촉각)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문자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음각 형성

LED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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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셀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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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서 론

최근 국내는 물론 선진 외국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기반시설의 수요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이 늘어나고

1.1 연구배경
최근 국내는 물론 선진 외국에서도 인구의 증가 및
기반시설의 수요에 따른 늘어나는 도시 공간의

있는 반면 화재나 재난에 대한 방제 체계에 대해
우리는 항상 위험에 놓여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층
건축물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 문제점과 현재
화재 관련 연구동향들을 바탕으로 화재 시 응급

고층 초고층은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층수가

구조라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3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에서는 “층수가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인

응급 구조라인 시스템은 기존 구조 시스템과는
다르게

재실자와

구조라인
시스템은

구조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이다(Golden touch).
재실자가 사용하는 버튼과

양방향

건축물을 초고층건축물로 정의한다. [1]

구조라인
구조자가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테러, 화재,

확인하는 맵으로 구성된다.

폭발, 자연재해 등 방재적 측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초고층 건물 복도에 일정한 간격마다 버튼(Golden
touch)을 부착한다. 버튼은 평소 무선통신(Wifi)이
가능 하며 유사시 사용할 수단으로 유선통신 선로도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화재 등 일련의 사건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나 재난에 대한 방재체계에

확보한다.

대해 우리는 항상 해야 하는 실정이다. [2]
1.2 연구목적

화재 시 재실자가 대피하거나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부착된 버튼을 터치하면 wifi 를 통해

초고층에 안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를
통해 건물 중앙 통제실은 터치가 인식된 디바이스의

있지만 여전히 국내외 상관없이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대책은

고유번호를 받아 맵에서 그 디바이스가 있는 위치를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확인한다. 구조자가 재실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자의 구조라인을

않고 있다. 비교적 층이 저층 건물보다 초고층
건물들은 화재 진압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제공한다.

화재 진화에 주로 사용되는 고가사다리의 최고
접근할 수 있는 높이는 대략 20층 미만으로 고층부
화재 시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불길을

주제어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Fire escape, Internet of Things(IoT), Sensor, Button

둘째 저층 건축 화재사고 시 주로 사용되는 완강기는

Map, Skyscraper building,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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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에는 공포감을 유발하여 사용이 어렵고 에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

메트 또한 고층건물에는 부상위험이 높다. 또한 비상
계단을 통한 대피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일반

최적의 경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집한
온도, 습도, 연기온도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대피자 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는 더 큰 제약이

최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로를 안내한다. 경로를

따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열보다 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열에 의한

안내 받고 대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기로 인한 고통과 심리불안정으로 신속히 대피하지

부상보다 연기 흡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다. 연기는 특히 완전 피난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는 빌딩에서 심각한 재해가 된다. 이 위험은

또한 화재 시 연기 속 가시성에 대한 색 연구나
새로운 비상구 디자인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빌딩의 높이에 따라 증가 된다. [3]

실정이다. [6]

현재 초고층 화재 연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무선통신의 기술 관련 연구기술들을 통하여 재실자
동시에

구조자를

위한

화재

대피

위 내용의 화재 시 가시성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층에서 대규모 화재 시 재실자와 구조자의

시스템을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피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려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여[2]

2. 현재 문제점 및 관련 연구 현황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나온 화재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다.

2.1 현행 초고층 건축물 화재 시 문제점
고층부일수록 외기와 단절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화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가연물에서 발생되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축물 내부로 확산되어

3. 새로운 화재 시스템 ‘골든터치’아이디어 및
기술 제안

거주자에게 큰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4]

3.1 새로운 화재 구조 시스템 ‘골든터치’ 아이디어
컨셉

일반적으로 화염에서 발생한 연기는 크게 거주자의
피난시야를 차단하는 입자형태의 가시연기와 호흡을
차단하는 가스형태의 비가시연기로 분류된다.

새로운 화재 구조 시스템 ‘골든터치’ 아이디어는 크게
(1)벽면에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기가
일반적으로
불투명하고
피난로에
침입하면

부착된

골든터치

(2)초/고층건물
일정한
구조요청맵으로 나뉜다.

피난유도를 위한 표지의 식별이 방해되어 피난행동을

거리의

LED

버튼,

벽,

(3)

저해하여 또한 유독가스를 수반하므로 인간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벽에 버튼들을 부착하여 패닉

치명적인 결과를 입힌다. 연기 중의 보행속도는
연기의 농도 이외에 복도의 밝기, 건물 내부의 인지

상황에 빠지거나 도저히 대피가 어려워 응급을
기다리는 재실자가 터치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정도, 연기의 자극도 등에 좌우되는데, 자극이 약한

있도록 한다. 재실자가 터치한 버튼의 위치를 1층

연기의 경우 보행속도는 연기의 농도에 대개
비례해서 늦어지지만, 자극성이 강한 연기의 경우

중앙관리소에서는 재실자의 여부와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구조자가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속도는 연기농도가 엷은 지역에서는 연기농도가
어느 기준치 이 상이 되면 급격히 저하된다. 이처럼
연기의 농도에 따라서 보행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은 연기 중에서의 가시거리가 변화한다. [4]

2.2 연구현황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시 대피나 구호방법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유도등과
같은 시설들을 통한 안내에서 벗어나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 직접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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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림 1 ‘골든터치’ 디자인
재실자가 터치한 버튼의 위치를 한 눈에 인지하고
구조대원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구조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화재건물에

재실자의 존재 여부와, 존재한다면 구조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한 장소를 찾느라 큰 어려움을 겪곤

연구에 따르면 연기가 주입된 후로부터 2-7분 후

한다. CCTV를 통해 사람의 유무를 파악하는데

실험을 해 본 결과 녹색 비상구 사인보다 노란색
비상구 사인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며, 화재 시의

한계가 있고, 화재 발생 시 연기는 시야를 가리게
되므로 재실자의 유무 파악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정전상태를 생각했을 때의 검정 바탕에서는 기존

버튼 터치와 같이 물리적 센서의 경우 효과적으로

색인 초록색 비상구보다 노란색이 명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므로 가독성과 시인성이 높다는 것을

상황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지도상에
뿌려줌으로써 위치 파악이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일

확인하여 골든 터치 버튼 LED의 색은 노란색이다.

것이다. 또한 신속한 화재 응급 구조라인을 만들며

[7]

구조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재 시 발생한 연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버튼의 간단한 개념을 통해 나온 이 골든터치

건물의 내부를 채우게 되고 이로 인해 비상구 위에

아이디어는

설치된 비상구 사인은 보이지 않게 된다. [7] 실제
화재대피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화재현장뿐만

아니라

단순

개인의

위급상황이나 배의 전복 등의 다른 위급상황에도
적용되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이러한 상황을

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보인 미흡한 실수들이

고려하여 버튼의 위치는 벽의 바닥에 근접하게
부착한다.

이슈화되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새로운 통합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3.2

‘골든터치’ 관련 기술

구조자의 효율적인 구조 대처와 화재수습 과정에서의
응급사용자의 생존과 직결될 수 골든타임의 확보
방안으로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사사의 글
그림 2 골든터치 센서, 서버, 중앙 통제실

이

연구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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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공급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력을 이용하여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경우

1.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개발

연구용역,

한국소방안전협회, 2012. 12.

비상용 배터리를 통해 최소 한 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은 무선통신(wifi)을 하도록 하며
유사시 사용할 수단으로 유선통신 선로도 확보하였다.

2. 이우성; 윤정미; 공하성.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In:
2012
년

골든터치는 재실자가 터치 시 wifi를 통해 디바이스의

대한안전경영과학회

고유번호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를 통해 통제실은
터치가 인식된 디바이스의 고유번호를 받는다.

춘계학술대회. 2012. p.

471-478.
3. 유민영,
차광석,
박명식
(2007).
초고층건물에서 화재시 연기이동경로

그리고 맵에서 그 디바이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여
구조자가 재실자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북미
사례.

설비저널, 36(2), 33-40.
4. 서상목, 최준호, 홍원화. (2008). 연기발생으로
인한

- 208 -

시야장애가

초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피난계단실 진입시간과 피난경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5), 103-110.
5. 김준호, et al.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화재
대피경로 시스템 제안."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2016): 413-414.
6. 최정수, 박두리, 정강화. "화재 시 피난유도사인의
안전디자인색채에 관한 고찰."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8.3 (2014.8): 39-47.
7. 김영삼. "피난유도 사인시스템의 형태에 관한
연구- 비상구 사인의 색․형태․위치에 관하여 -."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9 (2009): 67-77.
8. http://www.nfds.go.kr/fs_sense_0001.jsf?gb=v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발생 장소별 대응법

- 209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새로운 상징물 제작을 통한 제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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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녀와 스쿠버다이버 간의
갈등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요약문

나아가 기존 부표는 항해상의 위험물의 존재를

제주도는 다양한 기후, 지형 등의 많은 특징과

경고하는 것을 초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주

독특한 문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로 인해 돌하

바다의 경관과 미관상 잘 어울리지 못하다. 그래

르방, 감귤 등의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서 새로운 부표는 제주 바다의 경관에도 조화롭

상징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게 제작되어 새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관광명소로
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녀는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본 연
구에서는 해녀의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제주의

주제어

새로운 상징물을 제작하였다.

제주, 상징물, 해녀, 스쿠버다이버, 상괭이, 숨비

최근 해녀의 작업구역과 스쿠버다이버의 활동영

소리, 부표

역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다. 해녀
측은 스쿠버다이버의 활동이 생태계를 파괴하며,
불법채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장하고 있
다. 반대로 스쿠버다이버 측은 ‘해녀 우상화 정책’
으로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

1. 서론
1-1 프로젝트 배경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 없이 갈등

제주도는 우리나라지형 중 가장 많은 특징을 가

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타

지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수많은 섬 중에서

개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장 큰 섬이며, 화산 활동으로 생긴 오름, 주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해녀
와 스쿠버다이버간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상
징물 제작을 하고자 한다. 해녀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상괭이’와 ‘숨비 소리’ 그리고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을 적용하여 ‘부표’를 이용한 아이
디어를 도출하였다.

절리, 현무암 등 많은 특이 지형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특징상 물이 지하
로 스며들기 때문에 대부분 논보다 밭이 더 많으
며, 모든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업활동
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많은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는 장소인 만큼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관광 자
원들이 많이 발달되어 왔고, 그 속에서 돌, 바람,

새로운 부표는 해녀와 스쿠버다이버의 활동구역

돌하르방, 감귤, 해녀 등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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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활동으로 인해 채취활동을 방해하고, 어업허가권
을 가지지 않은 스쿠버다이버가 불법채취를 하여
해산물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특히 해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볼

17년도 5월 어업허가권을 가지지 않은 스쿠버다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는 해녀의 발상지가

이버가 2.2t 상당의 해산물을 포획해 판매하여 5

제주도로 추측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거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의 모든 해녀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무산으로 제
주해녀 문화가 등재되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
의 포인트로 손색이 없다.

반대로 스쿠버다이버 측 주장은 제주도의 ‘해녀
우상화 정책’때문에 해녀들이 어업허가권을 독점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제주 해안가 어장
대부분의 어업권이 해녀에게 있다. 그러므로 허
가권에 있어서 스쿠버다이버에게 불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채취 문제는 수중레

1-2 문제점 도출

저연합에서 스쿠버다이버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새로운 상징물 제작을 위해 해녀에 대해 조사하
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제주도는 해녀문
화의 보존 및 증진을 위해 2016년 해녀 복리증
진 및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36억원을 투입하
는 등 매년 아낌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녀의 활동영역이 커짐에 따라 매년 스쿠버다이
버와 해녀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또한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충돌의 원인은 해녀
의 활동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스쿠버다이버

사람들은 허가권 없이 해산물을 건드리는 것 자
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해녀가 모든 제주 바다 구역에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바다라면서
무분별하게 스쿠버다이버을 바다로 들어가지 못
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며, 본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다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의 활동 구역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 수산정책 관계자는 제주 어장이 해
녀가 만든 곳이고, 해녀의 어업권을 회수해가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해녀가 가꾸어온 어장을 뺏
는 것이 되므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해녀와 스쿠버다이버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
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
측에서도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 동시에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Figure 1 해녀와 다이버의 마찰
해녀 측 주장에 따르면, 소라, 해삼, 전복 등의
해산물의 산란기 때 암묵적으로 물질을 하지 않
는 것이 해녀들의 문화다. 그러나 스쿠버다이버

2. 본문
2-1 상괭이, 숨비소리 그리고 부표

의 무분별한 활동이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산란기 때의 활동뿐만 아니라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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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숨비 소리’라는 두 가지의 연관성을 도출
했다.

2-2 디자인 과정 및 기능
먼저 부표의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부표와 다르

첫 번째로 ‘상괭이’는 등지느러미가 없는 작은 돌

게 제주 바다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것을 초점으

고래로 태평양, 인도양 등에 서식하고 있다. 이

로 하여 구상하였다.

돌고래는 제주도에서도 자주 출몰하는데, 실제로
해녀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상괭이와 조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괭이가 몰려들게 되면 활
동자체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 때마다 해녀들이
‘물 알로 가라’고 소리친다. 신기하게도 상괭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물러난다고 한다.

상괭이의 외형 중 가장 특이한 부분은 앞머리에
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돌고래의 외형은
머리가 둥근 곡선 형태로 되어있지만 상괭이는
머리 끝이 각진 형태로 떨어진다. 이 부분을 포
인트로 하여 부표의 외형을 스케치하였다.

두 번째로 ‘숨비 소리’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물 밖에서 ‘호오이’ 하면서 숨을 내쉬는데, 이 소
리를 ‘숨비 소리’ 또는 ‘솜비 소리’라고 한다. 이
특이한 소리가 상괭이가 숨을 쉬러 바다 위로 나
올 때, 내는 소리와 매우 흡사하다.

Figure 3 디자인 스케치
위의 스케치를 보며 설명하자면 상괭이의 각진
머리 형태를 구현하고, 전체적인 외형은 돌고래
의 부드러운 형태를 나타내고자 각진 부분을 둥
글게 처리하였다. 또한 후에 기능을 설명하기 위
해 다시 언급하겠지만 소리가 새어나갈 구멍 그

Figure 2 상괭이

리고 내부에 부품을 넣기 위해 상하 구조가 열리

상괭이 그리고 숨비 소리를 통해 ‘부표’라는 물체

는 형태로 스케치하였고 3D 렌더링 작업을 통해

를 생각하게 되었다. 부표는 선박의 항해를 돕기

실물 제작하였다.

위해,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거나 물 속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물체다. 부표 아이디어
를 이용하여 해녀의 작업구역과 스쿠버다이버의
활동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 그리
고 기존 부표는 항해상의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미관상 제주 바
다의 경관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부
표에 제주 바다의 새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역할
도 부여된다.
Figure 4 부표 상하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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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센서로 LED와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다. 해
앞서 이번에 제작한 부표는 부표의 역할과 동시
에 제주 바다의 새로운 경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 역할 구현을 위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IoT기술 중 하나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구현
시켰다.
첫 번째 기능은 소리를 내는 기능이다. 이 기능
은 단순 부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
이며, ‘숨비 소리’와 ‘물 알로 가라’라는 소리에서
‘경고 메시지’를 착안하였다. 먼저 해녀의 작업구

가 저무는 저녁 시간, 부표 내부의 조도센서가
어둠을 감지한 후 반응하여 LED가 작동하는 구
조다. 많은 부표들이 빛을 발하는 모습은 충분히
제주 바다의 새로운 경관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해녀와 스쿠버다이버의 갈등을 가라
앉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이 부표의 이름을 숨
비라 명명하였다. 숨비는 본래 잠수, 물 속에 잠
겨 들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역에 부표들을 이어 펼쳐 놓는다. 표시 해놓은
구역에 스쿠버다이버 혹은 특정 물체가 구역을
침범하게 되면, 부표 내부에 미리 탑재한 아두이

3. 결론

노 장애물 감지센서가 반응하여 함께 설치한 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상징물 제작 동

피커에서 소리가 나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시에 제주가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해녀와

있게 하는 가장 주된 기능이다.

스쿠버다이버 사이 갈등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
시해 보았다. 나아가 갈등이 해결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제주 바다의 새로운 경관을 나타내기

도 그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로

위한 역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다에 떠있는

남아 자연 풍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특수한

부표를 보면 미관상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점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양식장에 떠있는 부표를 보고 있으면 이러한 생

디자인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 디자인 방향을

각은 더욱 커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

부표의 외형을 돌고래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라고 생각한다. 어떤 물체의 본질만을 추구하

최대한 제주 바다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하였다.

는 것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서 새

그러나 단지 특이한 형태 하나로는 제주 바다의

로운 존재로 탈바꿈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면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에는 힘든 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구상한 숨비처럼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만들어 질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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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빛을 발하는 부표

김경필 기자 .2016
이를 아두이노 조도센서와 LED 스트립을 이용하
여 새로운 경관을 연출해보고자 한다. 조도센서

3. KBS1 환경스페셜 535회 제돌이의 꿈

는 빛의 밝기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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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품도 출시되었으나 아직 기능적으로 많이

요약문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1 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 비율도

중 9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3]을 차지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시에 견주들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자동 배변 처리 기능과 동시에

주로 반려견의 배변처리와 체중관리에 어려움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 되도록 반려견 체중 측정 기능을

느끼는데, 이를 해결해주고자 본 연구에서는 체중

가진 배변패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측정이 가능한 자동 배변 패드 제품과 서비스를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제품 컨셉을 바탕으로 실제
기능이 가능한 워킹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으며, 이와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라 먼저

연동하여 제품 상태 및 반려견의 체중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태스크 분석,

헬스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사용자 여정 지도(User journey map) 등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주제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컨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스마트 헬스 케어, 반려동물, 자동 배변 패드

서비스와 제품을 검증하고 개선하고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1. 서 론

2. 사용자 조사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구의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반려견 양육 시의 문제점[4]

비중[1]은 2010 년도 23.9%, 2012 년도 25.3%,

으로 1) 혼자 두고 외출하기 힘들다, 2) 배설물, 털 등

2015

관리가 어렵다, 3) 건강 이상 시 대처가 어렵다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

년도

인가구의

발표한

27.1%로
급증은

점점

국내

1

인

증가하는

소비시장에도

추세이다.

많은

있음을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가져왔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 비율[2]이 전체 인구

연구[5]에서는 배설물 처리과정에 겪는 문제점들을

대비 2010 년에는 17.4%, 2012 년 17.9%, 2015 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견주에 대한 인터뷰

21.8%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조사와 태스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사용자

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용품들이 많이

여정

출시되었다. 반려동물의 빈번한 대소변 처리 문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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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품 렌더링 이미지

심미적으로 좋지 않음, 2)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배변
훈련의 어려움, 3) 반려견 배변 후 즉각적 처리 못한

3.2 서비스 컨셉

경우의 악취, 4) 반려견이 배변을 먹을 경우에

[그림 3]은 사용자, 반려견, 제품, 어플리케이션 간의

발생하는 식분증 위험, 5) 반려견의 체중 및 배변 패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구조를 보여준다. 먼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주요 페인 포인트로 드러났다. 본

반려견 배변 시 자동측정되는 반려견의 체중 정보와

연구에서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제품 및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견주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잔여

패드량,

어플리케이션을

패드의

통하여

오염

사용자에게

정도

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반려견의 체중 변화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동물병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배변

3. 제품 컨셉 및 서비스 제안

패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동 조작도 가능하다. 패드

3.1 제품 컨셉

잔량이 적을 때에는 패드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림 1]과 같이 자동 배변 패드의 외형디자인은 주거

링크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배변훈련 매뉴얼과 건강

공간에 상시 비치되는 제품이므로 강아지를 메타포로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공하여 반려견 양육 시 발생하는

형상화하였다. 제품에 사용되는 배변 패드는 롤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하였다.

형식으로 양쪽 끝부분에 고정하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림 2]. 본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반려견 배변 시 대소변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패드를 롤링하여 배변을 처리해주는 것과 동시에
자동으로 반려견의 체중을 측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과는 달리 패드를 절약할
수 있도록 대소변을 구분하여 소변은 3 번정도 누적될
경우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서비스 컨셉

4. 워킹 프로토타입 구현
그림 1 제품 렌더링 이미지

4.1 하드웨어 구성
앞서 제안한 제품과 서비스 컨셉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자동 배변 처리와 체중 측정이 가능한 배변 패드를
구현하였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Arduino
Uno)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제품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하여 블루투스 모듈 (HC06)을
사용하였다. 하드웨어는 크게 패드를 회전시키는
모터와 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인 로드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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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배변하는 동안에 측정된 체중을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배변처리 알고리즘
[그림 6]은 무게측정 센서인 로드셀을 이용하여
반려견이 배변 패드에 올라갔을 경우 반려견을
감지하고, 대소변을 구분하여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자동 배변 처리 프로토타입

그림 6 하드웨어 배변 처리 및 체중 측정 과정

그림 5 대소변 구분 및 체중 측정을 위한 로드셀 설치 모습

[그림 4]는 반려견의 대소변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패드가 롤링되어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한
부분이다. JGA25-370 의 소형 DC 모터와 기어, 모터
드라이버 (L298N-Dual H Bridge), 그리고 충전지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제품에 사용되는 배변 패드는
롤 형식으로 자체 제작하였으며, 모터와 연결되는
기어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대소변의 구분 및 체중 측정에는 무게 측정에 쓰이는
센서인 로드셀을 사용하였다. 로드셀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체중계를 분해하여 추출하였다. 3 선식
로드셀로 비교적 얇은 센서를 사용하여 제품과 바닥
간의 단차를 줄였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네 부분의

그림 7 완성된 프로토타입

모서리에 설치하여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4.3 스마트폰 앱

설계하였다. 로드셀은 자체의 출력 전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HX711 의 증폭기를 사용하여 아두이노에 값을

앞서 제안한 여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림 8]과

전송하였다. 설치된 로드셀로 반려견이 배변 패드에

같은 스마트폰 앱 프로토타입을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배변 후 남아있는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대변이

구현하였다. 구현된 스마트폰 앱은 블루투스 통신을

있음을 인식하고, 아두이노를 통해 모터를 일정 시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반려견의 체중 정보와 수동으로

동작시켜 배변을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동시에

패드를 롤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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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의 잔여량, 반려견의 배변 패턴 정보, 배변훈련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미지센서 등을 통한 대소변

매뉴얼 등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을 고려 중에 있으며 추후 이런 한계점을 보완한
프로토타입을 통해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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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폰 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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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Real Time Context 를 반영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
포항 지역 여행 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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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요약문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기 어려웠다.

매년 여행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 서비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 서비스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 실제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

여행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리서치를 통해 모델화 하고

여행현장에서 Real Time 으로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행의 Real Time Context 를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본

반영한

연구의 목적은 여행 현장에서 여행자가 겪는 여행의

개발하였다.

Real Time Context 를 모델화 하고, 이에 대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1.2 연구 과정

해결안으로 서비스와 인터페이스를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효과적인 리서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7 가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서치 방법론을 통해 여행자를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리서치

관찰하고,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크게 3 가지로

를 수행하였다. 7 가지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구성된 Real Time Context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여행자가 여행의 실제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Real Time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 여행의 동기와 테마 : 여행 전, 동기와 목적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 여행의 계획 구성 : 여행 계획 수립과 변경 과정
• 여행의 Sequence 별 활동 : 여행 전, 중, 후에서 발

주제어

견되는 여행자의 행동

Mobile Interface Design, Real Time Context, Travel

• 여행의 소소한 기쁨 : 여행 중 기대하지 않았지만

Service

얻는 즐거움
• 여행의 돌발상황 : 여행 중 발생하는 돌발상황

1. 서 론

• 여행의 동행자 : 여행을 함께 가는 동행자와의 상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호작용

매년 국내여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서비스

• 여행자의 감정 : 여행자의 여행 중 Periodic 감정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행 중 사용자의 특성으로 인한
여행의 가변성과 매순간 변하는 컨텍스트로 인해,

수립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여행 유형을 파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서비스

앱은

악하기 위하여 여행 척척박사형, 여행 왕초보형, 릴렉

여행자에게

스형, 즉흥형, 부지런형 등 대표적인 5 가지 여행자 유

보편적이며 정적인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형을

같은 포털사이트 혹은 Trip advisor 과 같은 토탈 여행

맞는

여행

Contextual

하였다. 리서치를 통해 발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역 맞춤형
지역특성에

사용자들에게

Interview 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행의 상황을 관찰

주관적인 사용자 후기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이

Inquiry, Self-camera recording, Task Analysis,

앱 서비스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행

선정하였다.

행 중 일어날 수 있는 Real Time Context 를 모델화하

정보를

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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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한다.

2. 여행

중

지도에 표시되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발생하는

REAL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특히 여행자들은

TIME

지도에 표시되는 관광지를 확인하며 무의식적으로

CONTEXT 의 모델화

관심있는 관광지를 Plan B 로 정해놓는 행동 패턴을

리서치를 통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3 가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분류할 수 있었다.

상황에서 Plan B 에서 고려한 장소를 일정에 넣기도
하였다.
앞서 진행한 Contextual Inquiry 리서치에서 한
여행자는 지도를 이용하여 여행자의 현 위치와 여행
일정에 대한 동선을 확인하면서 지도에 표시된
관광지를 확인하며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또한 Task Analysis 에서 한 여행자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을 때, 지도에 표시된 가고 싶은 장소를 Plan B
로 생각하고 그 장소를 따로 적어 두기도 하였다.
C. 컨텍스트 내에 자극으로 인해 계획 변경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림 1 Real Time Context 다이어그램

여행 중, 여행자는 빈번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A. 여행 중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보 탐색과 일정

접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변경

자주 발생했다.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과 여행자의 현재

여행 전, 여행자가 구성해 놓은 여행 일정이 상황에

위치 주변에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눌 수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있었다.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행자는
정보 탐색을 1 차적으로 거친 후, 2 차적으로 일정을

C-a.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응 해야하는 경우

변경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음식점에

1 차적 정보 탐색과 2 차적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경우, 대부분 여행자들은 포털사이트 혹은 여행
이용하고

있었지만,

너무

많다거나

여행지의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등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1 차적 정보 탐색의
어플리케이션을

사람이

대다수의

정보들이

있다.

마주했을

때

여행자는
최대한

이러한

빠른

상황을

시간

내에

대응해야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에서는 여행자의 특수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리서치를 통해 관찰한 여행자들은 실시간 상황에

어려운 보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1 차 정보

빠르게

탐색이 끝난 후 여행자들은 2 차적으로 자신의 동선에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시간을

더

소비하고 계획한 일정을 다니지 못한 경우도

맞게 여행일정을 한번 더 구성하는 행동패턴을 보였다.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시간대

한편, 2 차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이벤트나 행사에

느껴지는 여행자들은 1 차적으로 정보를 찾음에도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Needs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았다.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부족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한 여행자는 여행 중 여행 정보를

Contextual Inquiry 리서치의 여행자는 여행 중

얻으려 1 차적으로 검색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에

애매하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남은

따라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찾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시간이 더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래 걸려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B. 지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와 주변의 정보에

C-b. 여행자의 현재 위치 주변에서 대응해야

대해 파악하는 여행자의 행동 패턴

하는 경우

여행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도를

여행 중, 여행자가 겪는 충동적인 심리적 변화

이용하여 여행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혹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여행 일정을 변경해야

있었다. 다음 여행 장소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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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여행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
주변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Self-camera recording 리서치에서 한 커플은
충동적으로 현 위치 근처에 갈 수 있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에서 만난 한
여행자는 원래 가려는 장소가 있었지만, 주변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보고 충동적인
심리적 변화가 생겼고, 현재 위치 주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기 위해 검색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 REAL TIME CONTEXT 를 반영한 구조와
인터페이스 해결안
앞서 소개한 REAL TIME CONTEXT 의 모델을

그림 2 여행 탐색 모드(왼쪽)와 여행 중 모드(오른쪽)으로 나눠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구조

인터페이스를 크게 4 가지로 나타낸다.

3.2 여행자의 위치를 지도에 Tracking 하며 지도를
함께 보여 동선을 짤 수 있는 Real Time

3.1 정보 탐색 단계와 여행 중 단계로 나눈

Mapping

Switchable Mode

여행 중, 여행자는 지도를 확인하며 구성된 일정에

여행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 차적인 정보

대한 동선과 주변 여행 정보를 얻는 행동 패턴을

탐색 과정과 2 차적 일정 구성 과정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행 중 모드에서는

이어지게 하기 위해 크게 앱의 구조를 크게 정보 탐색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가 Tracking 되어 위치를 확인할

모드와 여행 중 모드로 나누었다.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그림 2]에서 보듯이

[그림 2]에서 보듯이, 정보 탐색 모드에서는 원하는

지도에서 바로 확인하며 동선을 바로 구성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한 검색과 코스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Real Time Mapping Interface 을 제공한다.

있고 여행 중 모드에서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한

이를 통해 여행자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드를

확인하지 않고, 현 위치에 대한 정보와 여행지의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해

위치는 물론, 여행 일정의 동선을 한 화면에서 확인이

사이드에 버튼을 두어 어떤 상황이든 정보를 탐색할 수

가능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 차적 정보탐색과정과 2 차적 일정 변경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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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행 중, 여행지 위치 확인(왼쪽)과 일정 동선
확인(오른쪽)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3.3 여행 중, 어떤 상황에도 일정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Schedule Trade Interface
여행 중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행자는 지속적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앞서 발견한 행동패턴 중, 무의식적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를 후보로 선정하는 행동패턴을
반영하여, 화면 가운데의 P 버튼을 통해 쉽게 일정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처럼 화면 분할을 통해
1 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여행 장소를 담고 이에 따라
일정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화면을 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행 중에서도 원하는 장소를 쉽게 일정에
추가하며 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 여행 중, 여행자의 위치와 시간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여행자가 겪는 여행의 실제상황을
3 가지로 모델화하여 이를 모바일 인터페이스로
나타내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행자는

이러한

여행서비스를 통해 여행 중에도 주변을 검색하며
일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현 위치와 시간을
기준으로 주변의 관광지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포털사이트와 여행 전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표준적인 정보를 벗어나 실제 여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 개발 과제로는 User Test 을 통해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안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본

그림 4 화면 분할이 가능하여 바로 일정 수정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연구에서는 포항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였지만,

3.4 여행자의 실시간 위치와 상황 정보를 기반한

지역적 범위를 넓혀 어디서든 서비스를 사용하며

여행 정보 제공을 하는 Radar Interface

여행을 즐기게 될 것을 기대한다.

여행 중, 여행자들의 정보 선택은 실시간 상황, 그리고
현재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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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브
랜드의 체험마케팅이 증가한 반면, 실제 디지털 미디어
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장품 브랜드 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 하여 체험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
를 분석하여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
다. 나아가 위의 유형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체험 마케
팅을 경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 서비스
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
용한 체험 마케팅 서비스는 적극적 활용 유형, 소극적
활용 유형, 비 활용 유형으로 구분 되었으며, 적극적 활
용 유형은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도가 낮고, 소극적 활용 유형은 서비스 사용 후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한 서비
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디지털미디어, 체험마케팅

1. 서 론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 정보 수집 단계를
거친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제품에 대한 일반정보
는 넘쳐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제품 정보를 수집 하
는 과정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단계를 거치기를
원하는 욕구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다양한 제품군에서
이러한 체험 단계를 거치지만, 특히 화장품 구매 시, 체
험 단계를 거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
면 화장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타나
는 효과가 굉장히 다르고 화장품 내에서도 판매되는 제
품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하는 고객
들은 모두 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보가 아닌, 고
객 개인 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를 원하는 니즈가 있다.
한편, 디지털환경이 발달하면서 디지털미디어와 사용
자가 가까워 짐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실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LM AND DIGITAL MEDIA
salight105@gmail.com
로 국내외 많은 화장품 브랜드 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체험 마케팅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연구와 사
용자 조사를 다룬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화장품 브랜드들이 디지
털 미디어를 활용 하여 체험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 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각 유형의 한계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는 아날로그 매체와 대조
되는 정보 표현 방식으로 플로리다의 디지털 미디어 산
업협회인 디지털 미디어 동맹 플로리다 (Digital Media
Alliance Florida)는 디지털미디어를 “사람의 표현, 의
사소통, 사회상호작용, 교육을 위한 디지털 예술, 과학,
기술, 사업의 창조적 집중”으로 정의한다. 미디어는 사
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다
양한 상호작용의 ‘수단’이고 이러 한 미디어를 통해 교
환 및 공유 되는 과정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생성 한다[1].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미디
어를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디지털망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 및 사용자간의 쌍방향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
하여 정보를 공유, 유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2. 체험마케팅
체험이라는 말의 어원은 독일어의 ‘Erlebnis’라는 철학
상의 술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대상 (對象)
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을 의미 한다. 즉, 가상
이든 아니든 어떤 자극 또는 사건의 직접적 관찰과 참
여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
서 볼 때, 체험은 현재 시장에서의 상품 기능, 품질, 서
비스이익 등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체험’ 개
념을 통해 소비자한테 ‘감동’ 혹은 ‘동감’을 전달하는 것
이다[2]. 번트 슈미트(Bernd Schmitt 1999)는 "체험경
제 시대 에는 전 산업의 비즈니스가 테마파크의 체험을
닮아 갈 것"이라 주창하면서, 체험마케팅을 기업의 차
세대 전략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그는 체험 마케 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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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마케팅과 대조적으로 구분하면서, 고객 체험을
중시하고,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소비를 바라 보고, 고객
을 이성적이면서 감정적인 존재로 파악 했다. 또한 다
각적인 마케팅 수단과 도구로써 체험 마케팅을 제안했
으며, 브랜드 향상, 제품 차별화, 기업 이미지 개선, 창
조적 혁신, 고객retention에 용이하고 하다고 하였다.

구분

3. 사례조사
브랜드스탁 톱 인덱스(Brand Stock Top Index, BSTI)
에서 발표한 2016년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30위 이내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를 활용한 브랜드 5곳과 활용하지 않는 1곳을 선정하여
디지 털미디어 활용 정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표
1). BSTI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문 별 대표 브랜드 800
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 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 주가지수(70%)와 소비자
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이다.
만점은 1,000점이다.
표 1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사례분석
브랜드
구분

이니
스프리

아리
따움

아이
오페

시세
이도

라네즈

에뛰드
하우스

마케
팅명

뷰티팁

옴니
스토어

바이오
랩

뷰티 미
러

뷰티 미
러

전통적
체험마
케팅

제공
방식

피부타
입측정
후제
품추
천

옴니
스토어

피부
색조
타입 측 화장
정
AR

색조
화장
AR

매장
내 test
상품제
공

디지
털미
디어

피부
측정
디바이
스,
App

키오스
크

피부
측정 디
바이스

데이
터
제공

○

온/오
프라
인연
계성

○

제품/
브랜
드연
계성

제품/
브랜드

위의
용한
따라
으로

○
○
(1회성) (1회성)

○

제품

○

제품/
브랜드

키오스
크

App

×

○
(1회
성)

×

×

○

×

×

제품

제품

적극적 활용
유형

소극적 활용유
형

비 활용
유형

디지털
미디어
활용

○

○

×

디지털
미디어
종류

자사 디바이스,
App

키오스크

-

현장
데이터
제공

○

○
(1회성)

×

사용자
데이터
제공

○

×

×

적극적 활용 유형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통
해 측정한 정보를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정
보를 바탕으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 해주었다.
또한 측정된 정보가 현장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Application을 통해 해당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언제든지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정보는 1회성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체험할 때마다 누적 되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가 어떻게 변화 되어 가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체
험이 1회로 끝나지 않으며, 체험을 통한 정보의 순환이
이뤄 진다는 점에서 소극적 활용 유형, 비 활용 유형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소극적 활용 유형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통
해 측정한 정보를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정
보를 바탕으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추천 해준다는 점
에서 적극적 활용 유형과 어느정도 일치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활용되는 디바이스가 키오스크라는 점에
서 적극적 활용 유형보다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또 정보의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난다는 점이 적극적 활
용 유형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체험을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따로 저장되지 않으며, 추천 제품 정보 또한
사용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 하겠다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비활용 유형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기 때
문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따로 없으며, 사용자
가 직접 원하는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것에서 체험이 끝
나게 된다.

제품

6개의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
체험마케팅의 유형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정도에
적극적활용 유형, 소극적 활용유형, 비 활용 유형
구분되었다(표 2).

표 2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의 체험마
케팅 유형 분류

종합해보면, 적극적활용 유형의 경우 체험 마케팅이 이
뤄지는 내내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졌다. 체험이 일회성이 아닌 점과 체험을 통해 저장된
정보가 누적되어 사용자가 언제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잘 활용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체험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체험의
특성 상 고객이 점원을 통해서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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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디지털미디어 활용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소극
적 활용 유형의 경우, 체험을 하는 동안은 적극적활용
유형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크게 낮지
않았지만 체험을 한 이후에 비 활용 유형과 마찬가지로
디지털미디어 활용도가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
극적 활용 유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일회성이다 보니
체험 후 해당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서 낮
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체험을 시작하는 단
계에서는 적극적 활용 유형보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점원의 접근
없이 디바이스(키오스크)가 고객을 호출하는 시스템이
라는 점에서 디지털미디어 활용 도를 높게 평가 하였
다. 이를 토대로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
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화장품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미
디 어를 활용한 체험마케팅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
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활용 유형과 소
극적 활용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했으며, 위의 유형을
대표하는 2개의 브랜드(적극적 활용 유형에 이니스프
리, 소극적 활용 유형에 아리따움)를 추가로 선정하여
유형틀에 맞게 사례를 재 분석 하였다.

부정적 평가와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 가. 다섯째, 체험
마케팅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유
무가 각각 어떤 경험을 선사 했는가. 여섯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마케팅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가. 일곱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구매로 까지 이어
졌는가. 여덟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
을 경험한 후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 하
였는가.
4.1.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유형을 토대로 유
형을 대표하는 2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선정하여 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활용 유형의 사례로는 이니
스프리, 소극적 활용 유형의 사례로는 아리따움이 선정
되었다(표3).
표 3 유형별 사례분석 결과
브랜드
적극적 활용유형
(이니스프리 - 뷰티팁)

소극적 활용유형
(아리따움 -옴니스토
어)

디지털 미디
어

Hand Held Device,
App

키오스크,
App

제공 서비스

피부 타입 측정

피부 톤 측정

서비스 접근
성

전국 매장에서 접근 가
능

특정 매장에서 접근 가
능
(서울 4곳)

자사 제품 추천

자사 제품 추천

구분

다음으로, 위의 2개의 브랜드의 체험 마케팅이 사용자
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
용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심층 인터뷰는
2017년 10월, 평소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화
장품을 구매하는 20 ~ 30대 여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2개의 브랜드의 체험 마케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
용자를 총 4명 선정 하였으며, 사용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보 활용

사용자1, 조○○ 26세, 주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

사용자 데이
터 제공

드 앱의 Push를 통해 정보를 얻는 특징을 보였다. 사용
자2, 최○○ 26세,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적지만 피부
가 예민해서 화장품 구매 시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구

추천 제품 정
보 제공

매 전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특징을 보
였다. 사용자3, 이○○ 29세, 평소 화장품에 관심이 많
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 화장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

제품 판매 연
결성

아보는 편이라고 하였다. 사용자4, 김○○ 30세, 화장품
은 직접 써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자주 화장품 매장에

App을 통해 피부 상태
에 관한 데이터를 항상
제공
추천 제품에 대한 정보
에 상시 접근 가능
측정 시기 별 추천 상품
각각 제공
App을 통해 추천된 상
품을 전부 바로 구매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1회에
한하여 정보 제공
추천제품에 한하여 사
용자가 현장에서 QR
코드를 통해 장바구니
에 등록 한 경우에만 제
품 정보 저장 가능
QR코드로 등록해 두었
던 상품에 한하여 App
을 통해 구매 할 수 있
다

들러 새로운 제품들을 Test 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위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평소 화장품 정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근 하
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화장품 구매 여정
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셋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
한 체험 마케팅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 가. 넷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마케팅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활용 유형의 사례로는 이니스프리의 뷰티 톡(피
부측정) 체험 마케팅을 선정하였다. 뷰티 톡의 경우 상
시 이뤄지는 체험 마케팅으로써 고객이 매장에 내방하
여 서비스를 제안 또는 요청 하여 이뤄지게 된다. 전국
모든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활용 되
는 디지털 미디어로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피부 타입을
측정할 수 있는 Hand-Held-Device를 활용하며,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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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 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HandHeld-Device로부터 나온 결과값을 이니스프리 자사앱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피부 타입 측정 후에는 결과
값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을 추천해 준다. 앞서 말한 바
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체험 후에는 App을 통해 측정된
결과값을 사용자가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으며 과거
측정된 결과 값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며 추천제
품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추천 상품 을 선택하면 그 자
리에서 바로 구매 또한 가능하다.

한 신뢰도와 데이터가 저장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디
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서 ‘피부 톤 측정 방식이 키오스크에 내장된 카메라로
나를 촬영해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보니 측정결과에 대
해서 높은 신뢰가 가지는 않았다’, ‘측정 결과를 현장에
서만 볼 수 있어서 따로 결과를 저장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소극적 활용 유형의 사례로는 아리따움의 옴니 스토 어
(피부 톤 측정) 체험마케팅을 선정하였다. 아리 따움에
서 제공하는 옴니 스토어는 2017년 11월 현재 서울의
매장 4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활용되는 디
지털미디어로는 키오스크 기기가 있으며, 고객의 피부
톤을 측정하기 위해 키오스 크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얼굴을 촬영한다. 촬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값
은 서비스를 이용한 현장에서 1회성으로 제공되며 별도
로 저장된 정보 는 제공하지 않는다. 결과값을 바탕으
로 자사 제품 을 추천해주는데, 고객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를 저장하고 싶으면 키오스크 화면에 출력되
는 제품의QR코드를 아리따움 자사앱을 통해 촬영하면
아리따움 자사 앱의 장바구니에 해당 상품을 저장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험 마케팅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징을 살펴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고객 에게 전달 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험마케팅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유형은 적극
적 활용 유형, 소극적 활용 유형, 비 활용 유형 이렇게 3
가지로 구분 되었다. 적극적 활용 유형은 디지털 미디
어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활용 유형에서는 디지털 미디
어 서비스를 이용 하고 난 후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
뷰에서도 모든 고객이 적극적 활용 단계에서는 서비스
시작 단계를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다고 응답 하였
고, 소극적 활용 유형에서는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단계
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비 활용 유형의 사례로는 전통적 체험 마케팅을 제공하
는 모든 브랜드를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비 활용 유형의
체험 마케팅은 앞서 분석한 적극적 활용 유형과 소극적
활용 유형에서도 제공되는 체험 마케팅이다. 비 활용
유형의 경우 체험 마케팅이 이뤄지는 동안 디지털 미디
어의 활용은 전혀 없다.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Test 제
품을 고객이 직접 사용해 보는 체험이 제공된다.
4.2. 사용자 인터뷰 결과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초기 연구단계로 사용자 인터뷰에 참여한 사
용자의 표본수의 부족함 그리고 유형을 구분한 분석 및
검증 과정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체험마케팅의 유형을 구분이 가
능함을 발견하였고, 사용자가 느끼는 한계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여
자들 과의 실험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유형별 적
합한 서비스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적극적 활용 유형에 대해 대부분 디지털미디어 활용도
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
용 이후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한 응답자는 ‘디바
이스를 이용하여 측정된 나만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만족스럽고 이용 후에도 자사 앱을 통해 데이터를 언제
나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라고 말했다. 체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전에 점원에게 서비
스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가
낮다고 응답 하였는데, ‘디바이스를 직접 사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면 점원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어 편리할 텐데, 점원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
고 있어 서비스 요청을 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고 하였
다.
소극적 활용 유형에 대해서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활용 유형의 경우, 점원
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여 제
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것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극적 활용 유형의 경우 체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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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느껴질 뿐 아니라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22].

운전자의 분노로 인한 난폭 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서 집계한 데이터 FARS 에 의하면,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분노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운전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
(급정지)과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인 행동 표현 (경적
울림), 표정 변화를 반영하여 운전자 분노 감지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분노 감지 모듈과 피드백 모듈을

운전자의

분노로

인해

26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계속 증가하여 2013 년에는 247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
운전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분노를 더 유발하며 [17],
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분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분노가 유발된

탑재한 운전 동반자 봇을 제작하여 실제 차량 환경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감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운전자 분노를 감지하는

방법이 가진 한계점과 디자인 관련 인사이트를 도출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수 있었다.

1.2 운전자의 분노 유발 요인

주제어

운전자의 분노를 유발하여 난폭 운전을 발생시키는

운전자 분노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운전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8]. 첫번째는 환경적

동반자 봇

요인이다. 예를 들어, 매우 정체된 도로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유발이 있다 [7, 19]. 두번째는 감정적

1. 서 론

요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운전자가

1.1 문제 및 연구의 필요성
난폭 운전 (aggressive driving)은 도로 위의 난제 중
하나이다.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6 년 미국 자동차협회 교통
안전재단 (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에서
2,7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80%가 1 년에 한 차례 이상의 난폭 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 또한 한국의 경우,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에서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0%가 난폭 운전을 직접 하거나,
당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난폭 운전은 위협으로

더욱

분노를

느끼며,

그것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마지막
세번째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20],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분노로 인해 공격적으로
운전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2]. 본 연구에서는
분노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감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1.3 운전자의 분노 표출 방식
운전자의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행동 표현이다. 운전자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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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욕을 하기도 하며 [16], 경적을
울리고 [3], 앞 차를 바짝 따라가는 꼬리 물기

Companion Bot; DCB)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그림
1).

(tailgating)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6]. 두번째는 표정

2.1 경적 울림

변화이다. 운전자의 표정 변화를 통해 운전자가
스트레스 또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내에서 경적의 울림을 소리로 판단하였다. 기계

[14]. 세번째는 생리적 변화이다 [11]. 대표적으로,

학습을 통해 경적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모듈을 Python
라이브러리인 pyaudioanalysis [4]를 통해 구현하였다.

심장 박동수, 피부 전기 저항이 있다. 이러한 생리적
지표들을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행동 표현과 표정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데이터 학습을 위해, 실제 차량 대시보드 위에서 약
240 분의 데이터를 녹음하였다. 데이터를 0.5 초 단위로
나누어 총 28,800 개의 데이터로 만들었다. 각각의
데이터에

경적

소리

여부를

(labeling)하였으며,
Support
Vector
(SVM)을 통해 학습시켰다. USB 2.0

1.4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레이블링
Machine
마이크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Driver Monitoring System;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리를 녹음하였다. 0.5 초

DMS)은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DMS 는 표정 변화 인식,

녹음한 뒤, 학습된 모델로 경적 소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 해당 모델은, 경적 소리의 경우 90%, 경적

시선 추적 [8], 동공 인식 [12], 운전대 조작 패턴 인식

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99% 이상, 종합하여 99.8%의

[13]

정확도를 보였다 (표 1).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

왔으며,

차량제조사에서도 차량 옵션으로 제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9]. DMS 의 주된 목적은 운전자의 주의 분산 및

표 1. 경적 소리 학습 모델의 정확도

경적 ○

경적 ×

경적 ○

0.9

0.2

경적 ×

0.1

98.9

졸음을 감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로 인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분노를
감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2.2 표정
운전자의 표정을 통해 분노를 확인하기 위해, 근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터널이나 해가
진 환경에서도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필터가
없는 infrared camera module RPi Camera (F)
(Waveshare, 중국)를 사용하였다. 사진을 촬영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USA)의 감정 인식 API 를
사용하여 표정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감정에 대한
점수가 표현되는데 우리는 이 중 0.3 이상의 분노
점수를 분노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스터디에 사용된 DCB 프로토타입

2. 구현 사항
우리는 운전자의 분노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노
표출 방식 중 경적 울림과 표정 감지, 그리고 분노
유발의 환경적 요인으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타
차량의 끼어들기를 확인하였다. 센서에서 취득한

그림 2.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터널 환경 (좌), 분노 점수
0.32 로 감지된 참가자 표정 (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 3 모델 B 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들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분노를
감지하고 그에 피드백을 주는 운전 동반자 봇 (Driving

2.3 가속도
운전자의 분노를 유도하는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 차량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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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센서 (MPU-6050)의 Y 축을 차량의
종방향으로 고정시키고, 측정하였다. 차량의 떨림으로

P4

김**

남

55

택시
기사

20 년

인한 데이터 잡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X 축과 Z 축은

P5

노**

남

28

직장인

5년

사용하지 않았다. 가속도 센서를 직접 차량에 설치하고
데이터를 기록한 결과 5.0m/s^2 보다 큰 경우를

P6

김**

남

32

직장인

5년

갑작스러운 정지라고 판단하였다.

P7

이**

남

33

직장인

5년

P8

김**

남

30

직장인

5년

2.4 피드백
운전자의 분노를 감지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피드백 모듈을 구현하였다. DCB 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서보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 소형 스피커를 연결하였다. 분노가 감지된 경우,
DCB 가 바깥을 보며 타 운전자를 탓하고 운전자를

3.2 결과
60 분 간의 운전 중 참가자가 보인 반응과 사후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 전반적 경험

바라보며 화제를 돌렸다.

많은 참가자는 자신의 분노 상태에 반응한 피드백을

3. 필드 스터디

듣고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P1 은 초보 운전자로서,
DCB 가 본인에게 공감해주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3.1 참가자 및 과정
실제 차량에서 운전자의 분노 측정을 직접 테스트
해보기 위해 8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표 참고).
일곱 명은 본인의 차량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한

“저 차가 나에게 경적을 울렸을 때, DCB 의 반응이
좋았다. 초보한테 경적 울리는 거는 매너가 아니지.”
(P1)

명은 카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장치를 설치한 후
(그림 3),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운전 성향을 파악하기

P4 는 DCB 의 반응으로 인해 본인의 태도가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DCB 덕분에 욕을 덜 하는 것 같다.” (P4)

실도로를 약 60 분 간 주행하고 진행한 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변하였으며,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말하였다.

P6 는 DCB 가 반응하는 것이 재미 있으며, 사람
같다고 반응하며 주행 중에 실제로 웃었다.
“난 DCB 가 사람처럼 반응할 때, 분노가 가라 앉는게
느껴진다. 사실 재미 있기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다.” (P6)
그러나, P5 는 가끔씩 부적절한 시점에 발생하는
DCB 의 반응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경적의 활용성
경적은 분노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 경적의 울림 횟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P4 의
경우, 20 시간의 주행 중 한 번 경적을 울렸다. 경적을
울리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있어,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적은 운전자 간

그림 3. 실제 차량에 탑재된 DCB 의 형태
표 2.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기

하기

때문에

ID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운전경력

운전자의 분노 감지 모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1

최**

남

27

학생

1년

P2

권**

여

28

직장인

3년

추가적인 분류(classification)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보하고 나서 앞 차량에게 먼저 가라고 경적을

P3

이**

여

28

직장인

2년

울리는 상황에서의 경적 소리는 분노 발생시의 경적
소리와 패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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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는 것으로 분노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있다.

예정이다.

• 도로 환경에 의한 가속도 값 변화

사사의 글

과속 방지 턱을 지날 때, 가속도 값의 변화로 인해

이

운전자가 분노 상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P8 의 경우, 과속 방지 턱에서 장치의 피드백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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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이 중요하며,[1] 특히 차량 내 VUI 와 같이 특정

요약문

장소, 목적을 가진 VUI 의 경우 더 구체적인 유즈

최근 Siri 를 시작으로 VUI(Voice User interface)

케이스, 니즈의 발굴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차량 내

기반의

이러한

ML 기반의 VUI 유즈 케이스 발굴, 니즈 수집에 대한

ML(Machine Learning) 기반의 VUI 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Hi-fidelity 의 AI

유즈 케이스와 니즈 발굴이 중요하다. 하지만 차량 내

프로토타입 제작이 어렵기 때문이다.[1] 또한 차량 내

VUI 의 경우, ML 기반의 서비스는 프로토 타입 제작이

유즈 케이스 수집을 위한 주행 중 실험은 위험하기

어렵고, 주행 중 실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험 설계가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니즈 발굴이 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2 명의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전 사진과 관련된 사진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 환경은 사진을

DTS(Dialog Trigger Scene)와 WoZ(Wizard of

이용한 Mid-fidelity 로 구현하고 VUI 구현은 WoZ 를

OZ)를 사용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차량 내 VUI 의

통해 Hi-fidelity 로 구현하여 차량 내 VUI 에 대한

유즈 케이스, 니즈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DTS 에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려 한다.

사용된 사진의 경우, 시나리오 없이 set 이 구성되었을

1.2 관련 연구

때 사용자로부터 특정한 내용의 답변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맥락 파악이 힘들거나,

기존의 차량 내 VUI 연구는 Wizard of OZ 로 VUI 를

명백할 경우보다 중간 정도의 맥락을 가질 때 다양한

구현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수용 연구 정도에

니즈가 수집되었다. OZ 의 경우, OZ 의 답변이

불과하였다.[2] 실제로 사용자가 VUI 로 어떤 기능을

기능적으로 참가자를 실망시키면 참가자의 발화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많은 차량 내 연구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의도가 저하되었다. 하지만 OZ 의 답변이 기능적으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잡담 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시뮬레이터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행동은 실제

충분한 수의 니즈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VUI

사용과는 차이가 있다.[4] 그래서 유즈 케이스처럼

니즈 발굴에 적합한 사진과 OZ 수준을 밝혀냄으로써,

실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발굴하기에

이후 진행될 ML 기반의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시뮬레이터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 프로토타입에 비해 빠르고, 저렴하게 니즈 발굴을

그래서 본 연구는 VUI 를 Wizard of OZ 로 구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시뮬레이터 대신 영상 또는 사진을 이용하여 실험
참가자로부터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즈 케이스를

주제어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유즈 케이스 발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변수들이

Voice User Interface, Use-cases, AI, Agent

유즈 케이스 발굴에 영향을 끼치는지 밝혀보도록

1. 서 론

하겠다.

1.1 연구 배경

VUI 는 대화를 매개하기 때문에 Agentness 를 가질
수밖에 없다.[6] 기존의 intelligent 한 기술을 쓰는

Siri, Bixby 에서 Amazon Echo, NUGU 까지 VUI 의

연구에서는 Agent 의 피부색, 인종 등에 따라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ML 기반의 VUI 의

참가도[5],

서비스를 개발,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즈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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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Back room 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Agent 의 답변 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발화가 달라지는

참가자에게 TTS(Text to Speech)로 제공하였다.

확인해보려 한다. 그리고 실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발화가 끝난 후,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실험물에 대한

Agent 의 수준을 알아보려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다음과 같은 Research Question(RQ)을 가진다.
실험 결과
RQ1: 참가자의 니즈 발화를 도출을 위해서는 어떤

파일럿 실험 결과, 영상군에서는 발화가 존재하지

실험물(사진, 영상)이 적합한가?

않았다. 그에 반해 사진군에서는 발화가 수집되는 것을

RQ2: 적합한 실험물에 양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영상에서는 생각을

RQ3: 시나리오의 유무는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거나, 정리할 시간이 없어 발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RQ4: 사진 유형별 발화의 차이가 있는가?

알 수 있었다. 실시간 OZ 의 실험 환경에서 사진 1 장당

RQ5: 비슷한 답변을 유도하는 사진의 특징은

평균 30 초가 소요되었다. 너무 많은 사진은 실험자의

무엇인가?

발화 의지를 감소시키고, 실험 시간 40 분을 고려하여

RQ6: 다양한 답변을 유도하는 사진의 특징은

본 실험의 사진 개수는 최대 60 장이 정하였다.

무엇인가?

2.2 본 실험

RQ7: OZ 수준의 차이에 따른 답변 차이가 있는가?

참가자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는 32 명(20 대 15 명, 30 대 8 명,

2. 연구방법

40 대 7 명, 50 세 이상 2 명)이다. 최근 운전 경력이

본 연구는 파일럿 실험과 본 실험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1 년 이상이며 일주일에 1 회 이상 운전하는 사람을

파일럿 실험에서는 적절한 실험 매체(사진, 영상)와

모집하였다.

노출량 파악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OZ 수준별 발화
실험물 제작

차이, 사용자 니즈 수집을 진행하였다.

DTS: DTS 실험물은 2 가지 set 으로 구성하였다.

2.1 파일럿 실험

하나는 운전자 interview, 운전 기록을 기반으로 가장

참가자

많이 발견되는 시나리오 set 으로 실험자가 직접

본 파일럿 실험의 실험 참가자는 총 5 명(평균

액션캠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사진을

29.8 세)이며, 운전 경력자와 무경력자의 비율(3:2)을

수집하였다. 나머지는 차량 내, 외부 사진 30 장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랜덤하게 배열한 set 으로 실험자가 다양한 시점과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였다.

실험물 제작
실험물은

영상,

OZ: 음성 set 의 내용은 파일럿 실험에서 얻은 발화를
사진으로

제작했다.

실험자가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화 구성, 전략은

운전하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하여 1 인칭 시점으로

Amazon Echo 의 프레임과 VUI 디자인 방법론을 숙달

왜곡 없이 실험물을 촬영하였다. 영상은 1 인칭

후, 이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총 121 개의 발화를

시점으로 주차장에서 마트로 운전하는 5 분 가량의

제작하였으며, 음성 set 의 제공은 콘텐츠의 성격에

영상이었고, 사진은 4 가지 성격(부분 확대, 운전자,

따라 다르게 제공하였다. 정보 제공과 명령 수행 관련

주행, 풍경)의 사진들로 총 48 장을 수집하였다.

발화에는 Rule-based 로 대응하며, 잡담과 검색 관련
발화는 수준별로 답변을 다르게 하였다. 가장 지능적인

실험 설계 및 진행

Level 3 에서는 이를 실시간 TTS 로 답변했다. 중간

실험은 between-group 으로 진행되었다. 독립 변수는

단계인 Level 2 에서는 검색 관련 발화만 실시간

실험물의 종류였으며 각각 영상과 사진을 제공되었다.

TTS 로 답변하고, 잡담은 Rule-based 로 답변하였다.

매체는 몰입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55 인치

마지막 단계인 Level 1 에서는 잡담, 검색에 모두

커브드 티비 앞에서 재생되었고, 배경음악으로 운전 중

Rule-based 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존 기능,

ambient music 을 재생하였다. 실험은 소음이 차단된

검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요구에는 ‘수행 불가’를

공간에서 한 명씩 진행했다. 참가자는 AI 소개 영상을

고지하였다.

관람 후, 참가자가 직접 실험물을 바꾸며 자유롭게
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화에 대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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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 및 진행

표 1. 사진 Set 별 답변 유도성 사진 비율

실험은 between-group 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의 독립
변수는 OZ 의 답변 수준이었다. 실험물은 적절한 사진
개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set 중 2 개 시나리오와 랜덤
set 을 제공하였으며, 각 set 은 랜덤하게 제공되었다.
그 외의 실험 설계는 파일럿 실험과 동일하다.
실험 진행은 파일럿 실험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몰입도, 에이전트의 존재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약 1 시간 30 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DTS 실험이

시나리오 Set 의 경우 랜덤 Set 에 비해 답변 유도성

60~80 분, 인터뷰 15~20 분 정도 진행되었다.

사진의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이를
통해 시나리오 없이 제공된 사진에서 답변을 유도하는
사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유형별 결과
사진 유형별 답변 유도성 사진의 비율은 '행동 >
고맥락 2 > 시점, 내부 물체 > 외부 물체 > 고맥락 1 >
저맥락' 순으로 높았다. 사진 유형별 평균 니즈 종류
개수는 '저맥락 > 고맥락 1 > 외부 물체 > 고맥락 2 >

그림 1. DTS 실험 구성(Main Room, Back Room)

내부물체 > 시점 > 행동'순으로 많았다.(표 2) 이는 답변
유도성 사진 비율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분석 방법

즉 답변의 유도성이 낮은 유형일수록 다양한 니즈를

32 명의 참가자에게 2721 개의 발화를 수집하였고,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 목적에 따라 니즈를 코딩하였다.

표 2. 사진 유형별 답변 유도성 사진 비율, 평균 니즈

니즈는 4 명의 오픈 코딩을 통하여 8 개의 대표 니즈,

종류 개수

42 개의 세부 니즈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Category

발화를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Subcategory

실험 결과는 사진 Set, 사진의 내용, OZ 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진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는

운전자

전문가 2 명이 사진의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오픈
코딩하여 7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후

대상

추가로 2 명의 전문가가 75 장의 사진을 크로스
체크하였다. 그리고 특정 사진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발화가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처럼 특정

비율(%)

개수(개)

100.0

11.2

10

60.0

12.1

내부 물체

5

60.0

13

외부 물체

18

50.0

14

저맥락

6

0

15.7

17

23.5

15.5

13

69.2

13.6

고맥락 1

지칭하고, 확인해보려 했다. 그리고 사진당 수집된

정의하였다.

종류

(개)

6

(주행 상황)

이상일 경우 답변 유도성 사진이라 지칭하기로

평균 니즈

사진

시점

답변을 유도하는 사진을 답변 유도성 사진이라
맥락

답변 유도성

개수
행동

(주행 상황)

니즈 중 상위 3 개의 니즈의 합이 전체 니즈 대비 50%

사진

고맥락 2
(주행 장소)

OZ 답변 수준별 결과
표 3. OZ 답변 수준별 평균 니즈 개수 (단위: 개)

3. 실험 결과
시나리오 별 결과

Level 1

Level 2

Level 3

Way Finding

25.0

27.4

20.7

Street Sensing

10.5

13.2

.3

Car Managing

12.3

13.3

15.3

Information

13.8

18.5

24.2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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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ng

2.4

1.9

1.8

어려운 사진일수록 다양한 발화 수집에 적합하다는

Chatting

6.5

8.0

11.2

것을 알 수 있다.

Entertaining

4.1

4.7

5.5

App Controlling

2.1

1.7

1.2

기능 수행에서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답변 의도를

89.2

저하시킨다.

76.7

88.7

참가자가 OZ 답변에 기능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면,
OZ 별 발화는 LV. 3 에서 평균 89.2 개(981 개), LV.

답변하지 못한 수준의 질문은 배제한다. P30 은 다음과

2 에서 평균 88.6 개(975 개), LV. 1 에서 평균

같이 말했다. “ ‘수행할 수 없습니다.’란 이야기를

76.7 개(767 개)이었다.(표 3) 이를 통해 단순한 Rule-

들었을 때, ‘얘(OZ)가 모르는구나’란 느낌이 들거든요.

based

발화를

‘더 물어보지 말아야지’란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런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니즈별 개수를 살펴보면

내용은 LV. 2, 3 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Chatting 과 Information Searching 에서는 LV. 3 의

발화량에서도 LV. 2, 3 과 달리 LV. 1 발화량이 적었다.

발화가 다른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Way Finding 과

즉 기능 퍼포먼스가 낮을 경우, OZ 에 대한 기대가

같은 기능에서는 LV. 3 보다 LV. 2, LV. 1 에서의

낮아져 발화 의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준의

OZ

는

사용자의

니즈

발화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대응해주는 AI 에 대해서는 채팅과 궁금한 것을 더

5. 결론

많이 물었지만 단순한 Way Finding 에 대한 니즈는

본 연구는 운전 상황과 관련된 사진을 사용하여 차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 VUI 니즈, 유즈 케이스 발굴이 가능한지, 그리고
OZ

4. 분석

의

답변

수준에

따라

참가자의

발화가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사진의 경우, 다양한 유즈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케이스, 니즈 수집을 위해서는 맥락 파악이 어렵거나,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을 통해 DTS와 OZ에 대한

맥락이 명백히 보이는 사진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참가자들의 생각과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존재하는 유즈 케이스, 니즈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하였다.

특정 상황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쓰면 된다.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 사진 Set에서 답변 유도성 사진

시나리오가 없는 Set 보다 다양한 발화를 얻을 수 있다.

비율이 낮다.

OZ 의 경우, 기능에 대한 실망감을 방지하면 충분히

시나리오 Set의 경우, 사진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니즈 수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잡담과 같은 기능이

맥락으로 시나리오가 있는 사진으로 set 을 구성하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가 상황에 맞는 발화를 할

수행되지 않아도 전체적인 니즈 수집에 크게 영향을

수 있다. 즉 상황에 나올 법한 다양한 발화를 수집할 수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있다. 하지만 랜덤 Set의 경우, 상황 파악이 어려워

본 연구는 차량 내 사용 행태라는 특정 상황에서

참가자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중점적으로 발화한다. 즉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외적 타당도가 부족한

시나리오가 없을수록 사진의 내용과 연관이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범용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슷한 발화가 많이 수집된다.

차량 내 사용 행태와 같이 특정한 상황을 가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 전략이 유의미하게 사용될

상상의 여지를 준 사진 유형이 다양한 발화를 끌어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VUI 니즈 발굴에 적합한

낸다.

사진과 OZ 수준을 밝혀냄으로써, 이후 진행될 ML

유형별 답변 유도성 사진의 비율을 보면 ‘저맥락’은

기반의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제 프로토타입에

0%, ‘행동’은 100%이다.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비해 빠르고, 저렴하게 니즈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진은 사진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너무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저맥락인 사진은 참가자가 다양한 상황을 상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화가 나온다. 반면 적당히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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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손상이나 성능 저하를 확인하기 어렵고
원인을 파악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요약문
최근 스마트 카(Smart Car)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율 주행, 연비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 되고 있다. 기존의 차량 수리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차체의 외적인 손상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OBD-II 어뎁터 디바이스를
이용해 수집되는 차량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적인 진단을 통해 수리업체 입장에서 겉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OBD-2 어뎁터 디바이스로 차량 내부 정보를
수집한다. 차량 속도, RPM, 연료량, 산소 센서, 연료
펌프와 다양한 센서 오류 등 수집된 차량 정보를
이용해 차량 내부 오류를 진단하고 차량 수리 업체와
연결해준다. 또한, 운전자의 차량의 평균 속도, RPM,
연비, 주행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여 평소 보다 기능이 저하됐는지를
데이터로 알려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 관련 연구에서는
OBD 기술을 살펴보고, 3 절에서는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시스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IFTTT 서비스, OBD, 중개서비스

1. 서 론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스마트 카(Smart Car)가
발달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점점 고급화 되는 스마트 카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에 대한 보험 문제는 운전자,
수리 업체, 보험사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2. 관련 연구
2.1 OBD (On-Board Diagnostics)
OBD 시스템은 차량 주인 또는 수리 기술자에게
다양한 차량 서브 시스템의 상테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한다. OBD 를 통해 할 수 있는 진단정보의 양은
온보드 차량용 컴퓨터의 1980 년대 초반 버전에
도입된 이래로 다양하다. 초기 버전의 OBD 는
문제를 발견하면 오작동표시등이나 빛을 비췄지만
문제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최신
OBD 구현은 표준화된 일련의 PID 코드 외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
통신 포트를 사용한다. 또는 차량 내 오작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DTC 가 있다[1].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차량 수리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들은 대부분 차량 외적인 손상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들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차량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들이 평소 보다
차량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감각적으로 느껴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내부적인 문제는 운전자의
경험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며 수리 업체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차량 손상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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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고한검 외 2 명은 보다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자 중심의 동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였고[2], 오규태 외 3 명은 차량 정보
분석과 제스처 인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 방법을 서술하였다[3].

3.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
시스템
3.1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 시스템은 OBD-2 어뎁터
디바이스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한다.

그림 1.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시스템 내부
구성도

클라이언트는
업체
클라이언트와
운전자
클라이언트로 구성하였다. 그 중심에 서버는 업체와
운전자 클라이언트와 TCP/IP 통신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며, 서버는 업체와 운전자를
연결해주기 위한 중계 모듈과 데이터 수집 모듈
그리고 운전자의 차량이 기능 저하를 보이는지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모듈로 구성하였다.

3.2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
주요 기능
3.2.1 수리 요청 기능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그림 2 과 같이 홈
화면에서 기본적인 차량 내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 차량의 누적 데이터가 이전의 통계
데이터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일 경우 이를 알려준다.
차량의 내부적인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그림 3 과 같이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수리 요청 데이터는 감지된 내부 오류 데이터와
필요하다면 운전자가 차량 외적인 손상도 카메라로
찍어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운전자 클라이언트는 OBD-2 어뎁터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기 위한 Bluetooth 통신 모듈과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모듈로 구성되어있고 필요한
내부 진단 데이터 요청과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모듈로 구성하였다. 업체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운전자의 수리 요청을 확인
하기 위한 서버 연동 모듈 및 수리 요청 리스트 관리
모듈이 있다. 또한 운전자에게 수리 견적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모듈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은 제안하는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시스템 내부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2. 내부적인 차량 기능 저하 감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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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차량의 성능 저하를 감지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 된다.

그림 3. 차량 수리 요청 화면

그림 5. OBD 데이터의 자가 진단 항목

3.2.2 견적 확인 기능
운전자로부터 서버가 수리 요청 데이터를 받게 되면
업체는 업체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달된 수리 요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견적을 보내 줄 수 있다. 운전자는
여러 수리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업체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운전자는 다양한 수리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을 비교 할 수 있고 예약 혹은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4 는 운전자가 여러
수리 업체로부터 받은 수리 견적 리스트를 확인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수리 요청 데이터 확인 서비스 구현
본 논문은 시스템이 실제로 OBD 데이터의 자가 진단
항목에 따른 상태 이상 감지와 성능 저하에 따른 수리
요청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업체용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였다.
그림 6 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리 요청 리스트
데이터를 업체 측에서 확인 하여 수리 견적을 다시
운전자에게 전송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한
화면이다. 이를 통하여 차량 내부 정보 기반의 진단을
통해 수리업체에서 수리 항목 및 견적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견적 확인 화면

3.3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그림 6. 업체 클라이언트의 수리 요청 데이터 확인 및 견적
전송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구현
OBD 데이터 항목 정의
본 논문이 정의한 차량 내부 수리를 위한 OBD
데이터의 자가 진단 항목은 그림 5 와 같다. 산소 센서,
공기량 측정 센서, 가스 온도 센서, 쓰로틀 포지션
센서 등등 차량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다양한
센서의 오류 상태를 체크 함과 동시에 운전자가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OBD-II 어뎁터
디바이스를 이용해 수집되는 차량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적인 진단을 통해 수리업체
입장에서 겉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는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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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에는 차량 정보 기반의 차량 수리 업체 연결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차량 데이터를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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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양한 증강현실 시스템 중 HMD 기반 증강현실 시스
템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HMD 상에서 증강현실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HMD에 부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현실 공간을 양안 디스플레이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렌
더링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1 대의 RGBD 카메라 만으로 artifact가 최소화된 양안 영상을 실시
간으로 렌더링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변화된 시
점에서 기존 시점의 이미지 평면으로 ray를 쏜 후, 교차
하는 픽셀을 중심으로 점 보간을 수행하여 3 차원 좌표
및 최종 렌더링 색상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깊이 영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hole은 물론,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hole 역시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
은 깊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촬영 공간을 더 잘 이
해 할 수 있으며, 실제-가상 물체 간 물리적 인터랙션,
재조명 등 추가 시스템 확장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
진다.

능하나, 공간 인지 문제는 2 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 간
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촬영한 공간
이 textureless 하거나 어두운 환경일 경우, 기술적 한계
로 공간의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대
의 RGB카메라를 사용하는 대신, 1 대의 RGB-D 카메
라만을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도 공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렌더
링 문제의 경우, 한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질감 없이
양안 디스플레이에 렌더링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GB-D 카메라 1 대만을 사용하여 HMD의 양안 디스
플레이에 이질감 없이 렌더링 하는 기법을 목표한다.
1.2 RGB-D 영상 기반 양안 렌더링
RGB-D영상을 기반으로 양안 렌더링을 수행하기 위해
서 깊이 영상이 가지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깊이 영상 촬영 시 센서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영상의 노이즈와 hole이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
는데, 이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Bilateral

주제어

filtering[1,2]이다.

HMD, 증강현실, 깊이 영상, hole-filling

그러나 단일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양안 렌더링을 수행
할 경우,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림(occlusion)등

1. 서 론

으로 그림 1 과 같은 추가적인 hole이 발생하게 된다. 그

1.1 HMD 기반 증강현실(AR)
최근 HMD 형태의 AR 장비가 출시되며 HMD 기반
AR 응용기술 및 장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HMD 기반 AR을 위해 해결되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간이해와 렌더링 문제이다. 전자는 HMD에 부
착된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공간을 인지(perception)해
야 하는 문제이며, 후자는 카메라로 촬영한 현실 공간을

러나 기존의 기법들은 깊이 센서의 한계로 발생하는
hole을 주변 픽셀의 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
에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hole까지 해결하지는 못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RGB-D 영상 기반 양안 렌더링
2.1 개요

HMD의 양안 디스플레이에 이질감 없이 렌더링 해야

본 논문에서는 단일 RGB-D 영상을 입력 받아 HMD의

하는 문제이다.
최근 출시된 AR 헤드셋은 모두 HMD에 2 대의 RGB 카
메라를 부착했다. 이 경우, 렌더링 문제는 쉽게 해결 가

양안에 해당하는 영상을 렌더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그림 2 와 같이 가상의 카메라에서 렌더링 픽
셀 방향으로 ray를 쏜 후, 포인트 클라우드 중 가까이 위

- 24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그림 1. 영상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렌더링 결과. 좌측부터 (a)영상 촬영 시점, (b)좌안 시점, (c)우안 시점

우선 렌더링하고자 하는 카메라에서 각 픽셀 방향으로
ray를 쏜다. Ray의 원점은 렌더링 카메라의 위치 𝒑𝑟 와
같으며, 픽셀 𝒖 = (u, v)를 향하는 ray의 방향 𝒅𝒖 는 아래
와 같이 계산된다.
𝑢
𝒅𝒖 = 𝑉𝑖𝑒𝑤𝑟−1 𝐾𝑟−1 [𝑣 ] − 𝒑𝑟
1
여기서 𝑉𝑖𝑒𝑤𝑟 는 렌더링 카메라의 view transform
matrix이며 𝐾𝑟 는 렌더링 카메라의 intrinsic matrix다.
Ray를 구한 이후, 이 ray와 입력 영상의 이미지 평면이
그림 2. 제안 기법의 기본 동작 원리. 붉은 점은 깊이 영상에서
역투영(back projection)된 포인트 클라우드이며, 푸른 점은
(u,v) 픽셀 방향 ray와 인접하여 보간에 사용되는 포인트 클라

교차하는 점 𝒙𝒖 를 찾은 후, 대응하는 교차 픽셀 𝒒𝑢 를 다
음과 같이 구한다.

우드.

𝒙𝒖 = 𝒑 𝑟 +

치한 점을 보간하여 해당 픽셀에 렌더링 하는 것이다. 여
기서 ray와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
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
는 점을 선별하는 것이 제안하는 기법의 핵심이다. 이 기
법의 흐름은 그림 3 과 같다.

(1 − 𝑝𝑟𝑧 )
𝒅𝒖
𝑑𝒖𝑧

𝒒𝒖 = 𝐾𝑖 𝒙𝒖
위 식에서 𝐾𝑖 는 입력 깊이 카메라의 intrinsic matrix다.
입력 카메라와 렌더링 카메라의 위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차 픽셀과 인접한 픽셀에서 역투영한 포인트
클라우드는 대체로 렌더링 카메라에서 픽셀 (u, v)를 향
해 쏜 ray와 가까이 위치한다.
2.3 3 차원 좌표 기반 점 보간
2.2 절을 통해 ray와 인접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림 3. 제안 기법의 흐름도. 모든 렌더링 픽셀이 위의 흐름을

후보군을 선별할 수 있다. 교차 픽셀 𝒒𝒖 주변 𝑛2 개의 인
접한 픽셀 영역 𝑼 ∈ 𝑹𝟐 에 대해 ray와 점 사이의 거리를

따라 렌더링 색상을 결정.

기반으로 점 보간을 수행하여 픽셀 𝒖에 해당하는 3 차원
좌표를 추론한다. 사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2.2 교차 픽셀 탐색
본 기법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인트 클라우드 중 ray와 가까운 점의 후보군을 빠르게
선별해내는 것이다. 본 기법에서는 입력 카메라와 가상
의 양안 카메라의 위치(transform)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𝒑𝒖 =

1
∑ 𝑵𝜎𝑢 (‖𝒅𝒖 × (𝒑𝒒 − 𝒑𝑟 )‖)𝒑𝒒
W𝒖
𝒒∈𝑼

W𝒖 = ∑ 𝑵𝜎𝑢 (‖𝒅𝒖 × (𝒑𝒒 − 𝒑𝑟 )‖)
𝒒∈𝑼

𝑵𝜎 (𝑥) = exp(𝑥 2 𝜎 −2 )

- 242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위 식에서 𝒑𝒒 는 입력영상의 픽셀 𝒒를 역투영하여 구한

그림 5 는 동일한 입력 영상을 다양한 기법으로 양안 렌

3 차원 좌표다. W𝒖 는 노멀라이즈를 위한 가중치 합이며,
함수 𝑵𝜎 는 기하학적 인접도를 기반으로 해당 영역의 가

더링한 결과이다. 그림 5-(a)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렌더
링 카메라의 이미지평면으로 재투영하여 렌더링 한 결

중치를 계산하는데, 본 기법에서는 기하학적 인접도를

과이며, 그림 5-(b)는 재투영 과정에서 bilateral filter를

점과 ray 사이의 거리로 설정했다.

적용하여 렌더링 한 결과이다. 그림 5-(c)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기법을 활용하여 렌더링 한 결과이다. 앞의 두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 와 같다.

기법은 시점 차이로 인해 영상의 hole이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안한 기법으로 렌더링 할 경우 대부
분의 hole이 제거되고 선명한 영상이 산출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HMD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실시간 포
인트 클라우드 양안 렌더링 기법을 제안했다. 본 기법은
1 대의 상용 RGB-D 카메라 만으로도 hole과 artifact가
최소화된 양안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수행했으며,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렌더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향후 증강
현실을 위한 물리적 상호작용이나 실제 물체와 가상 물
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림자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것 역시 용이하다. 향후 연구에

그림 4. 인접 픽셀 𝑞𝑢 를 기준으로 인접한 픽셀의 점을 보간하
는 과정 예시. 푸른 점은 보간에 사용되는 점.

서는 물리 엔진 적용, 그림자 렌더링 추가 등 보다 완성

2.4 RGB 매핑
2.3 절에서 점의 좌표를 보간하는 대신 점의 RGB 색을
보간하여 최종 픽셀 색상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종 렌더링 영상에 지나치게 많은 blurring이 적
용되여 저해상도의 영상을 확대한 듯한 느낌을 주게된
다.
따라서 본 기법에서는 점 𝒑𝒖 를 입력 RGB 영상의 이미
지 평면으로 투영한 후, 해당 영상의 RGB 색상을 가져
와 해당 점의 색상 𝑰𝒖 를 구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된 단일 RGB-D 및 HMD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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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MAR), 2011 10th

970 GPU로 구성된 데스크탑에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의 연산은 GPU 상에서 수행됐다. 3 차원 좌표 기반 점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p. 127-136).
IEEE.

보간은 교차 픽셀 주변 25 개의 픽셀에 대해서 수행했으
며, 양안 렌더링 시 평균 37ms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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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기법으로 양안 렌더링을 수행한 결과. 왼쪽 열은 입력 영상을 촬영한 시점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렌더링 한 결과
이며, 중간 열과 오른쪽 열은 각각 좌안, 우안 시점에서 렌더링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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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기반 시야각 확장형 HMD 시스템 개발 및 연구
Development of LED based Wide Field of View HM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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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배치 등 광학적인 조정을 통하여 시야각을
높인 연구들이 있지만, 이는 설계하거나 제작하기가
매우 어렵고,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왜곡된
시각정보가 발생한다[3].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시야각 확장도 가능하지만,
이는 HMD 무게의 증가, 렌더링 속도 저하 등 한계가
있다. VR 환경 자체를 압축해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야각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미세한 정확도를 표현할 수 없다[6].

요약문
가상현실에
사용되는
HMD(Head
Mount
Display)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핵심도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HMD 한계 중 하나는 시야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HMD 의 시야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Sparse Peripheral Display 부분을 표현하는 LED
기반 시야각 확장형 VR HMD 시스템(Wide FoV
HMD)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본 시스템은
HMD 가 표현하는 시야각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LED 를 부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대 270˚까지 시야각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Wide HMD 의 인지적 효과와 감정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Wide HMD 사용 시, 탐색실험에서 응답속도가
빨라졌고,
임장감이
높아졌으며,
공원체험
실험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야각 확장의 방법을 시사하며 게임, 재활
교육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Sparse
Peripheral Display 개념을 이용한 시야각 확장이다.
Sparse Peripheral Display 의 의미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중심 시야 부분에서만
세밀한 시각정보가 필요하고 주변 시야 부분에서는
압축된 정보만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광학적인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무게의 큰 변화도 없이 시야각 확장이 가능하다[7].
따라서 본 연구는 Sparse Peripheral Display 개념
기반으로 기존 연구들보다 더 많은 LED(Light
Emitting Diode) 수를 장착하고 최신 HMD 기종을
이용한 시야각 확장형 HMD 시스템 (Wide FoV
HMD)을 개발하고,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7].

주제어
가상현실, Head Mount Display, Field of View,
Sparse Peripheral Display

1. 서 론

2. 구현방법

가상현실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는 Head
Mount Display(HMD)이다. 특히, 가상현실에서
HMD 의 착용은 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시야각 (Field
of View)에 있어 한계가 있다. 사람의 양안 시야각은
180˚ 이상인 반면에 Oculus Rift 와 같은 상용화된
HMD 제품들은 수평 시야각이 약 90˚로 사람의
시야각만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HMD 를
착용하면 중앙 렌즈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보이며,
이는 시각정보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몰입감과
임장감 저하의 요인이 된다.

2.1 장비개발

그림 1. Oculus Rift CV1 내에 LED 부착 모습

본 연구에 사용된 LED 는 SK6812 LED 가
내장된 Adafruit 사의 Mini Skinny NeoPixel Digital
RGB LED Strip 를 사용하였다. 이 LED 는

위와 관련된 이유로 HMD 의 시야각을 높이기 위한
이전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수한 렌즈나 여러 렌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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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에서는 파란선의 Unity 내 거리와 실제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용하여 Unity 내에서
모든 LED 의 깊이(Z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3 과 같이 Unity 내에서 LED 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Power 핀, GND 핀,
Data 핀 이 세 가지 핀을 가지고 연결된 각각의
LED 제어가 가능하다. LED 의 제어는 Arduino
Mega 에서 제어하며 진행되는 환경과 동기화
하기위해 초당 500 킬로비트 이상의 시리얼 통신을
컴퓨터와 연동한다. LED 색상에 대한 연산은
데스크탑에서 수행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기본 HMD 는 Oculus Rift
CV1 으로 해상도는 2160 x 1200 이며 90hz 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다. 양안 수평 시야각이 약 90˚,
양안 수직 시야각이 약 80˚ 정도이다. 총 80 개의
LED 가 CV1 좌, 우에 각 40 개의 LED 가 부착
되어있으며, CV1 렌즈 끝부터 최대한 부착 가능한
LED 수 만큼 부착하였다(그림 1). LED 색상의
번짐을 유도하고, LED 의 직접적인 노출을 막기위해
천으로 그 위부분을 고정하고, 천 위에 하얀색
시트지를 부착하였다.

그림 3. Unity 내 LED 배치 결과(왼쪽)과 Render
Texture 를 통한 오른쪽 카메라의 2D Image 결과(오른쪽)

LED 의 색상은 Unity 내 2 대 가상 카메라를 통하여
구하였다. 우선 2 대의 135˚ 의 시야각을 가진 가상
카메라를 67.5˚회전시켰을 때 가장 밖의 흰색 구가
시야 내에 들어왔으므로 본 시스템은 270˚까지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상카메라의 이미지는
Render Texture 를 통하여 2D Image 로 변환하였고,
이 이미지 내 하얀 구의 좌표 값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이 좌표 값을 기준으로 7 픽셀의 거리까지
있는 위치의 RGB 값의 평균을 구하였다. 계산된
RGB 값은 HSB 형식으로 변화하여 색상 값을
조정하였다(그림 4).

그림 2. 실거리와 Oculus 내 거리비율 계산(왼쪽)과 Unity
내 LED 배치 과정(오른쪽)

본 시스템에 사용된 데스크탑은 Window 7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Core i7-6700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NVIDIA
Geforce
GTX
1060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 본 시스템은 Unity 2017
1.0f3, Arduino 1.6.7, Adafruit Neopixel Library
1.0.5 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2.2 소프트웨어 개발
본 시스템에서 LED 색상의 연산 등 Sparse
Peripheral Display 에 대한 정보 연산은 Unity
2017 에서 진행된다. 처음으로 Unity 와 현실과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그림 2 와 같이 HMD 를
착용하고 흰색 구가 보이지 않은 시점을 찾고, 이를
HMD 렌즈의 모양에 맞췄다. 그리고 그림 2 와 같이
파란색의 실제 거리를 구하고, Unity 상에서 나타난
거리를 구하였다. 그 후에는 HMD 내부에 부착된
LED 의 수평, 수직 좌표 (X,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 2 처럼 LED 사진 위에 Unity 내 LED 를
나타내는 흰색 구를 위치시켰다. 같은 줄의 한
LED 와 같은 줄의 다른 LED 실제 직선거리를 알고,

그림 4. Wide FoV HMD 내부모습

3. 사용자 평가
본 연구는 개발된 Wide FoV HMD 의 인지적인
효과와 감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2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탐색실험(실험 1)이고, 두
번째 실험은 감정유도 실험(실험 2)이다. 참가자는 총
12 명(7 명 여성)의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5.2 (SD=2.95)이였다. 실험은 총 100 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나의 실험조건이 끝날 때 마다
피험자에게 눈의 피로, 메스꺼움 등 멀미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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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다니며 마음껏 돌아보도록 소개를 하였다. 낮
환경은 새소리, 울창한 숲, 분수 등 다양한
오브젝트를 위치하고, 밤 환경은 늑대 및 까마귀 소리,
메마른
땅이고,
분수나
기타
오브젝트들을
삭제하였다. 하나의 조건이 끝날 때마다 SAM(Self
Assessment Manikin) [1],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4], SSQ [2], PQ [5]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험 1 이 시작되기전
피험자에게 어두운 공간 내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5 분동안의 휴식 상태를 가졌고, 휴식 상태가 끝나고
5 분 뒤에 SAM 과 PANAS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Counterbalancing 된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 컨디션 진행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험자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3.1 탐색실험(실험 1)

그림 5. 탐색실험 타겟 위치

탐색실험은 피험자의 시점(빨간색 십자선)이 환경
중앙(흰색 십자선)에 위치하게 되면 0.5 초에서 1.5 초
사이의 임의의 시간 후에 흰색 십자선이 사라지고
타겟이 나타난다. 타겟은 극좌표계로 수평 240˚,
수직 60˚ 사이 임의 위치 중 한 곳에 나타나며
피험자는 고개를 돌려 파란색 원이면 마우스 왼쪽,
빨간색 원이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실험이다.
타겟은 15˚ 간격으로 위치하며 총 85 개의 타겟이
랜덤하게 나타나게 된다(그림 5). 탐색실험은 총
3 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건 1 은 LED 가
꺼진 조건, 조건 2 는 렌즈 주변의 LED 만 켜진 조건,
조건 3 은 제작된 Wide FoV HMD 이다. 조건 2 에서
렌즈 주변의 LED 가 켜지는 원리는 같은 줄의
LED 중 같은 높은 색상 값진 하나의 LED 의 색상을
눈 주변의 LED 에서 켜지게 된다. 매 조건이 끝날
때마다 피험자는 SSQ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2], PQ (Presence Questionnaire)
[5]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각 조건마다 응답시간,
정확도, 오류를 측정하였다.

4. 결과
4.1 탐색실험(실험 1)
ANOVA 분석결과, 응답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2, 22) = 35.048, p <
0.001, η2 = 0.761), 조건 1 은 조건 3 (p < 0.001)과
조건 2 (p < 0.001)보다 느렸고, 조건 3 은 조건 2 보다
빨랐지만 (p < 0.05) 두 조건의 평균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그림 7).

p < 0.5 *, p < 0.1 **, p < 0.001 ***

그림 7. 탐색실험 응답시간 결과

PQ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2, 22) = 4.502, p < 0.05, η2 = 0.290),
조건 1 은 조건 3 (p < 0.05)과 조건 2 (p < 0.05)보다
낮았지만, 조건 2 와 조건 3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p > 0.05, 그림 8).
정확도, 오류와 SSQ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ps > 0.180).

그림 6. 가상공원의 낮(왼쪽)과 밤(오른쪽)

3.2 감정유도 실험(실험 2)

4.2 감정유도 실험(실험 2)

감정유도 실험은 가상공원의 밤과 낮 두 가지의
환경이고(그림 6), 각각 LED on, off 두 개의 조건, 총
4 가지의 조건을 진행하였다. 각 조건마다 5 분동안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가상공원 내 존재하는 길을

환경과 LED 조건에 따른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PANAS-Negative 척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LED 간 유의미한 차이(F(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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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7, p < 0.01, η2 = 0.496)와 환경 간
유의미한 차이 LED 간 유의미한 차이(F(1, 11) =
9.945, p < 0.01, η2 = 0.745)가 나타났다(그림 9).
SAM, PANAS-Positive 척도, PQ, SSQ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ps >
0.317).

생체신호 데이터 분석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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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Wide FoV HMD 착용시 PANASNegative 척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Wide
HMD 가 사람들에게 정서적 영향을 기존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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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피험자를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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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LDR 이미지를 인간의 시각체계에서
인식하기 적합한 HDR 로 바꾼다. 두번째로 이를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의 휘도 값으로부터
빛이라고 판단되는 픽셀들의 조각(patch)들을
검출하여 광원으로 바꿔주는 빛 검출 단계가 있다.
세번째는 실제 세계의 이미지에 대한 빛 정보로
가상 객체와 장면에 조명과 그림자를 입히는
이미지 기반 라이팅(Image-Based Lighting)과
이미지 기반 쉐도잉(Image-Based Shadowing)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장면(local
scene)의
BRDF(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를
활용한
차이
렌더링(Differential Rendering) 과정을 통해 360
LDR 이미지에서 3D 가상 객체의 자연스러운
렌더링과 나아가 혼합 현실에서의 현실감 있는
유저 인터랙션을 가능케 한다.

요약문
혼합 현실은 실제 세계의 이미지와 가상 객체의
공존으로 사용자의 높은 몰입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360 이미지는 실제 세계로부터
모든 방향의 이미지 정보를 얻어 오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도 실제 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는
직관적이고
몰입도
높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60
이미지 정보로부터 가상객체에 음영을 부여하고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 가상 객체의 밝고
어두움이 변하는 렌더링 과정을 설명하고
혼합현실 에서 사용자 인터랙션으로 인한 몰입감
증가 여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주제어

2.1 역 톤 매핑

혼합 현실, 인터랙션, 360 이미지, 렌더링

360 이미지가 모든 방향의 시각 정보를 포함하여
구형의 환경 맵을 구성하는데 용이하지만, 시장의
360 도 이미지 카메라 장비들은 이미지 기반
라이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낮은 대역의
이미지(LDR)을 제공한다. 따라서 LDR 로부터
높은 대역의 이미지(HDR)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Inverse tone mapping 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3,8,9] 본 논문에서는 [3]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혼합 현실을 위한 360 이미지와
가상
객체의
자연스러운
렌더링
과정과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설명한다. 렌더링
과정은 첫째, 저 대역폭인 LDR(Low Differential
Rendering) 이미지를 고 대역폭 HDR(High
Differential Rendering) 이미지로 바꾸는 것과
둘째, 이미지로부터 빛을 검출하는 것, 셋째,
이미지 기반의 빛과 음영 효과, 넷째, 차이
렌더링(Differential
Rendering)으로
구성
되어있다.

입력 이미지의 RGB 값이 주어지고,

, , 를
각각 입력 이미지 번째 픽셀의 R, G, B 값이라고
설정할 때, 이에 따른 입력 광도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3].

가상 객체에 음영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광원의
위치가 중요하며, 360 이미지 환경으로부터 빛의
정보를 얻어 오기 위해 구형 환경 맵으로부터 빛의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출력 이미지 즉, High
Dynamic Range 의 이미지를 구하기 위한 상수
계수 k 가 계산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Vive 컨트롤러,
립 모션, 손가락 센서 등을 이용하여 가상 객체를
360 이미지 내의 원하는 다른 공간에 재배치 하는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출력 이미지의 칼라 값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 본문
본 연구에서 360 영상을 사용한 혼합현실
렌더링 과정은 단계적으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역 톤 매핑(Inverse tone mapp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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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빛 검출

않은 지역적 장면의 두번의 렌더링으로 얻은
각각의 장면 정보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종
렌더링 값을 구할 수 있다.

혼합 현실에서 실제 이미지와 가상 객체의
자연스러운 렌더링은 빛과 그림자에 의해
나타나며, 가상 객체에 실제 이미지와 동일한
조명과 그림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미지로부터 주요한 광원 검출이 중요하다.
광원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픽셀의 휘도에
대하여 문턱 값을 이용하는 방법[6]과 MonteCarlo 방법을 이용하여 휘도의 지역 최대 점을
구하는 방법[7]이 있다. 개별적인 광원 영역들을
검출한 후에는 넓이 우선 탐색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된 영역들의 상호 연결성 여부를 검사한다.
연결된 영역들은 동일한 광원으로 인한 영역
그룹으로서 여겨진다. 그룹 내에서 정확한 광원의
위치를 알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한다.

을 배경이미지,

포함한 지역적 장면,
않은 지역적 장면이라

Lp: 픽셀의 방사휘도

을 객체를 포함하지
할 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최종 렌더링 값인
있다[2].

을 추출할 수

2.5 인터랙션
360 이미지 환경 맵에 가상 객체를 배치할 경우
객체가 이미지 내의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부분에 위치되기 위해 물리적 공간 표현이
필요하다[10]. 따라서 3D 장면 지오메트리를
알기 위한 리컨스트럭션 단계가 필요하며 이
방법을 이미지 기반의 모델링 이라고 한다. Paul
Debevec 은 영상기반 모델링(Image-Based
Modeling)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11].

검출하고자 하는 빛의 방사휘도에 대한 각 픽셀의
기여도 Ep 를 계산하는 방법이 식 (4)에
기술되었다. Y(E)는 식 (1)로부터 얻어진다.

Yt: 휘도 문턱 값
값

을 배경에 합성된 객체를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는 360 이미지로 구성된
환경 맵에서 컨트롤러 또는 립모션을 통해
가상객체의 위치를 변경하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즉, 원하는 가상 객체를 배치하고자 하는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가상 객체의 이동에
따라 렌더링되는 빛과 그림자 효과를 느낄 수
있다.

Yp: 픽셀의 휘도
Ωp: 픽셀의 입체 각

El =

우리는 혼합 현실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으로 인한 객체의 위치변화, 실시간
렌더링으로 객체에 입혀지는 조명과 그림자
값의
사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0 명의 참여자가 우리의 혼합
현실 시스템의 인터랙션 실험에 참여하였다.

: 구면 좌표계에서의 위치
2.3 이미지 기반 라이팅과 그림자
360 이미지 환경 맵으로부터 검출된 빛을
직접적인 광원으로 이용하여 가상 객체에 음영을
줄 수 있다. 확산광, 정반사, 광택을 통해 이미지
기반 라이팅을 수행하는데 이때, 확산광은
방사휘도 맵으로부터 구성되며, 정반사는 환경
매핑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광택 반사는 표면의
거친 정도에 의존한 mipmap 으로부터 효과를
보여준다[3].

3. 결과
본 연구에서 우리는 2 개의 각자 다른 360
이미지(설산, 평야)에 대해 이미지 기반 렌더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HTC Vive 와의 연동으로 가상
객체를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재배치하여
변화되는 빛과 그림자 효과를 체험하는 혼합 현실
인터랙션 실험을 수행하였다.

2.4 차이 렌더링
빛 검출과 영상 기반 lighting 과 shadowing 을
통한 360 이미지의 광원 정보와 장면 속의 객체에
투영될 그림자 정보를 적용하여 사실적인
렌더링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적 장면(local
scene)의 BRDF 측정값을 이용한 Differential
Rendering[2]을 활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역적
장면은
배경
속
객체와의
광도계적
(photometrically)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표면으로서[2] 객체의 그림자를 만들고 빛을
반사하는 지면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가리킨다.
객체를 포함한 지역적 장면과 객체를 포함하지

LDR 형식의 360 입력 이미지를 Inverse tone
mapping 을 통해 HDR 이미지로 변환하였으며,
Unreal Engine4 를 사용하여 구형 매핑하여 환경
맵을 구성하였고 정육면체의 3D 가상 객체를 360
이미지 환경 맵에 배치하여 렌더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은 설산과 평야의 360 이미지를 이용한
혼합
현실
렌더링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인터랙션과 그에 따른 객체의 위치와 조명, 그림자
값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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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참여자들은 HTC Vive 헤드셋과 컨트롤러를
착용하고 렌더링된 혼합 현실 장면을 보았으며,
또한 그들은 컨트롤러 조작으로 장면 안 객체의
위치 변환을 수행하였다. 장면안에서 물체의
인터랙션을 체험한 참여자들은 두가지 항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 “가상 객체를
실제 환경 이미지와 비교하였을 때 현실성이
느껴지는가?” 각 항목에는 리커트 척도로 가장
낮은 점수 – 1 (“전혀 아니다”)부터 가장 높은 점수
– 5(“매우 그렇다”)까지 5 종류의 점수를 매길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인터랙션을 수행하였을 경우
가상 객체에 현실성이 느껴지는가?” 역시 각
항목에는 가장 낮은 점수 -1 부터 높은 점수5 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c)

첫 번째 질문 평가 결과는 표 1 에, 두 번째 질문
평가 결과는 표 2 에 게재되었다. 표 1 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이 40%를 기록하였으며, ‘보통이다’
이상의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은 80%에 이른다. 표
2 의 결과에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반응이
60%로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 이상의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은 90%로 증가하였다.

(d)
그림 1. (a) 설산 360 이미지, (b) a 와 동일 이미지
큐브를 오른쪽으로 재배치하는 인터랙션, (c) 평야
360 이미지, (d) c 와 동일 이미지 큐브를 왼쪽으로
재배치하는 인터랙션

표 1. 혼합 현실 가상 객체 렌더링 평가
현실성

응답자수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0

2

4

3

1

4. 결론

표 2. 혼합 현실 인터랙션을 수행하였을 경우 가상 객체
렌더링 평가
현실성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응답자수

0

1

3

4

매우
그렇다
(5)
2

(a)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이미지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면 안의 가상의 객체에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혼합 현실의 렌더링과 이를 활용한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을 제안하였다. LDR 의 360
입력 이미지로부터 Inverse tone mapping 을 통해
HDR 이미지를 만들어주었으며, 가상 객체를
사실적으로
렌더링하기
위해
주위
환경
맵으로부터 광원 정보를 추출하였다. 검출된 빛을
이용해 이미지 기반 라이팅, 쉐도잉으로 가상
객체에 환경 맵과 동일한 조명, 그림자 효과를
주었다. 또한 객체를 포함하는 지역적 장면과
객체를 포함하지 않는 지역적 장면의 차를
이용하여
사실적인
렌더링을
수행하는
differential rendering 방식으로 객체의 사실적
표현을 가능케 했다.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본
실험의 객체 렌더링에서 가상 객체와 360 이미지
환경 맵과의 현실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터랙션을 통해 우리의 혼합 현실 시스템에서
몰입감과 현실감에 대해 한층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6R1A2B4016239)

- 25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Rendering for 360° Panoramic Videos,"
in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vol. 23, no. 4, pp.
1379-1388, April 2017.

참고 문현
1. Anderson,
R.E.
Social
impacts
of
computing:
Codes of professional ethics. Social
Science Computing Review 10, 2 (1992),
453-469.

7. M. Laskowski, “Detection of light sources
in digital photographs”, In 11th Central
European Seminar on Computer Graphics,
2007

2. P. Debevec. Rendering synthetic objects
into real scenes: Bridging traditional and
image-based
graphics
with
global
illumination and high dynamic range
photography. In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SIGGRAPH ’98,
pages 189–198, New York, NY, USA, 1998.
ACM.

8. P.Cebevec. Image-based lighting. IEEE
Computer Graphids and Applications,
22(2):26-34, 2002.
9. F. Banterle, P. Ledda, K. Debattista, A.
Chalmers,
“Inverse
tone
mapping”,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in Australasia and
Southeast Asia, November 29-December
02, 2006, Kuala Lumpur, Malaysia

3. T. Iorns and T. Rhee. Real-time image
based lighting for 360-degree panoramic
video. In Revised Selected Papers of the
PSIVT 2015Workshops on Image and Video
Technology - LNCS, Volume 9555, pages
139–151, New York, NY, USA, 2016.
Springer-Verlag New York, Inc.

10.K. Karsch, K. Sunkavalli, S. Hadap, N. Carr,
H. Jin, R. Fonte, M. Sittig, D. Forsyth,
“Automatic Scene Inference for 3D Object
Compositing”

4. Klemmer, R.S., Thomsen, M., PhelpsGoodman, E., Lee, R. and Landay, J.A.
Where do web sites come from? Capturing
and interacting with design history.
In Proc. CHI 2002, ACM Press (2002), 1-8.

11.Paul E. Debevec, Camillo J. Taylor, and
Jitendra Malik, “Modeling and Rendering
Architecture from Photographs” Proc.
SIGGRAPH 96
12.C. Richardt, J. Tompkin, J. Halsey, A.
Hertzmann, J. Starck, O. Wang, “Video for
Virtual Reality”, SIGGRAPH 2017 Courses,
July 30 – August 3, 2017, Los Angeles, CA,
USA

5. Mather, B.D. Making up titles for
conference papers. Ext. Abstracts CHI
2000, ACM Press (2000),1-2
6. T. Rhee, L. Petikam, B. Allen and A.
Chalmers,
"MR360:
Mixed
Reality

- 252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HMD 좌우 영상간 거리와 사용자 안간 거리(IPD)의
불일치로 인해 유발되는 가상 멀미에 대한 연구
Simulator sickness in differences between HMD display distance and I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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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자극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상 움직임에
화각(Field

of

View;

FOV)을

의해 실제 멀미(Motion sickness)와 유사한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 멀미 원인을

제공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는 높은 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감각

갈등이론(Sensory conflict), 자세 불안정성(Postural
instability) 이다 [4]. 감각 갈등이론이란 가상 멀미의

발생하는 가상 멀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 멀미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서 안간
거리(Inter-pupillary distance; IPD)와 HMD 좌우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론으로 인간의 시각
기관을 통해 입력되는 정보와 중력, 평형 감각 등에
반응하는 전정기관의 감각 정보가 불일치해 멀미감이

영상간 거리의 불일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HMD 의 좌우 영상간 거리가 일정하게 고정된
조건에서 사용자 별 IPD 의 차이에 따른 가상 멀미

유발된다는 것이다 [4]. 자세 불안정성 이론이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습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상현실에서 느껴지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팀은 HMD 좌우 영상간
거리를 각 사용자의 IPD 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HMD 좌우 영상과 IPD 간의 불일치

불안정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현기증이나 멀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다 [4].

정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상기 두 이론은 가상 멀미의 원인을 물리적

이용하여 불일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 멀미가
얼마나 증가하는 지 관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동감각과 시 지각 간의 연관성만으로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심리적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유발되는

HMD 의 inter-ocular and inter-screen distance
(IOISD)의 개념과 이의 조정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IPD 에 따른

가상멀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들에 국한하지 않고 가상 멀미 원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HMD 조건을 적용한 후 가상 멀미 정도 차이를
측정한 예비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탐색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사용자의 신체적

주제어
가상현실, 안간 거리,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가상

특성에 기인하는 사용자 안간 거리(Inter-pupillary
distance; IPD)를 다룬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서

멀미

안간 거리와 HMD 디스플레이 환경간 불일치가

1. 서론

존재하는 HMD 를 착용하면 가상 멀미가 유발되거나
가상멀미의 정도가 증폭된다는 연구가 있다[4]. 또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게임, 교육, 의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가상현실

IPD 와 HMD 좌우 영상간 거리의 관계를 조사한

체험에 사용되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Head-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 값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동공의 움직임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1].

mounted display; HMD) 등의 기기는 일반
모니터에 비해 높은 임장감과 몰입감을 부여한다 [3].

하지만 이 연구는 실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고, IPD 불일치와 가상 멀미의 관계를

하지만 HMD 는 가상 멀미(Simulator sickness) 역시

정량화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Kolasinski [5]
연구에서는 IPD 불일치가 가상 멀미를 유발한다는

많이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상 멀미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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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정량적으로 밝혔지만, HMD 의 좌우 영상간

범위가 사용자들의 다양한 IPD 에 맞추어 조정할

거리에 피험자의 개인 IPD 를 반영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만큼 조정 폭이 크지 못하다. 또한 정밀한 조정을
돕는 기구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IOSD 의
정확한 설정을 확인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2. 배경

사용자들은 자신의 IPD 와 IOSD 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가상현실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한

본 연구는 HMD 의 디스플레이 간격과 사용자의
IPD 불일치 정도가 가상 멀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에 관한

가상 멀미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3. 실험

것이다. HMD 에는 렌즈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IOD(Inter-ocular distance)와 영상이 맺히는 스크린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ISD(Inter-screen distance)가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양안
거리(IPD)를 고려하여 IOISD 와 IPD 차이에서

있다. 이들은 좌우 디스플레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발생하는

환경 변수인데, 본 논문에서는 IOD 와 ISD 를 합쳐
IOISD(Inter-ocular and inter-screen distance)로

HMD 의 IOISD 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실 사용자를

명명한다. 좌우 영상이 벌어진 거리를 조정하기

대상으로 하는 실험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위해서는 양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간극을 조정함과
동시에(ISD), 각각의 디스플레이 전면에 부착된

가상

멀미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3.1 피험자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15 명의 피험자(나이: Mean
(M)=25.0, Standard deviation (SD) =2.5)가

렌즈의 위치도 함께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IOD).
이렇게 IOISD 를 조정하여 HMD 좌우 영상간
거리를 사용자의 IPD 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모집되었으며, 모든 피험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의 평균
65.5mm 이고, 표준 편차는 2.5mm 이다.

바람직한 착용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실세계를 볼 때와 동일한 안구 상태로 가상현실을 볼
수 있다.

IPD

는

3.2 장비 및 개발환경

만일 HMD 의 IOISD 가 사용자의 개인 IPD 와

HMD 는 HTC Vive 를 이용하였으며, 이 기기는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는 비 정상적인 눈
몰림(convergence)
상태나
벌어짐(divergence)

2160x1200 픽셀의 해상도와 110 도의 시야각(Field

상태로 가상환경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매우

of view)을 제공한다. 피험자의 IPD 에 맞추어
HMD 의 IOD 를 조절하기 위해 HTC Vive 에

부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현실과는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장된 렌즈 거리 조절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용 HMD 제품들에서는 이러한 IOSD

HTC Vive 의 스크린간 거리인 ISD 를 조정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위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능이 만족스럽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e.g. Oculus CV1) HMD 렌즈만을 조정할 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3D
가상환경 개발도구 프로그램인 Unity3D 를 통해 자체
개발하였다.

있게 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렌즈가
일체화 되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조정할 수 있는

그림 1. 실험 조건에 따른 개념도. 왼쪽: 개인 IPD 에 비해 IOISD 가 감소한 경우(B-2, B-4). 가운데: 개인 IPD 와 IOISD 를
일치한 경우(B). 오른쪽: 개인 IPD 에 비해 IOISD 가 증가한 경우(B+2,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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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그램 및 태스크 설명
HMD 의 IOISD 조정 프로그램은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척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1mm 당 픽셀
값을 계산해 피험자의 정확한 IPD 수치를 환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ISD 조정을 위해 이미지가
표시되는 양 스크린의 위치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범위의 좌, 우 스크린의 중심은
ISD 를 의미하며, 이 값은 IPD 입력 값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그림 2. 다섯 개 실험 조건에 따른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의 평균 값 결과

우선 피험자의 개인 IPD 를 거울과 자를 이용해
측정하여 Baseline 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

5. 논의

다섯 개의 태스크를 구성하였다 (그림 1). 태스크는
Baseline(B), Baseline + 2mm(B+2), Baseline +

본 연구는 피험자의 개인 IPD 와 HMD 의

4mm(B+4), Baseline - 2mm(B-2), Baseline -

IOISD 의 불일치 정도에 따른 가상 멀미 유발 정도를

4mm(B-4)이다. 개인 IPD 에 따른 HMD 의 IOISD
수치를 실험 조건에 따라 재설정하며 각 태스크를

알아보는 실험적 관찰에 관한 것이다. 실험 결과 가상
멀미는 B 실험 조건에서 가장 적었다. 즉, IPD 와

진행하였다.

IOISD 의 차이가 적을수록 가상 멀미가 감소한
것이다. 이 결과는 가상현실 체험 시 사용자의 개인
IPD 와 HMD 의 IOISD 를 가능한 한 정확히

3.4 실험 절차
본 연구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일치시켜야 가상 멀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는 실험 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나이,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IOISD 가 IPD 보다 큰 경우에 매우 높은 가상

작성하였다.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 피험자의 개인

멀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인간의

IPD 를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HMD 의 IOISD 를
조정하였다. 태스크가 시작되면 피험자는 7 분 동안

동공이 안쪽으로 모이는 convergence 상태보다
동공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divergence 상태에서 더

어지러운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한 태스크가 끝난

높은

직후 SSQ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SSQ 는 가상
멀미감을 측정하는 16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가상

멀미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5].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실생활에서 convergence 는 수없이 경험하지만

0 은 상태가 전혀 없는 경우, 3 은 상태가 매우 심한

divergence 를 경험할 수는 없다. 가까운 사물을 보려

경우를 의미한다. 피험자는 총 다섯 개의 실험 조건을
수행하였으며, 태스크는 임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할 경우 사용자는 두 눈을 가운데로 모으는
convergence 를 수시로 행하는 데에 반해 어떤

마지막으로 실험 내용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보상을

경우에도 두 눈을 정상시보다 바깥쪽으로 벌려야

지급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HMD 착용 후 사용자의
IPD 보다 더 큰 영상간 거리를 보려 할 경우 사용자는

4. 실험 결과

강제로 divergence 를 일으키야 하는데, 처음에는

5 개 실험 조건과 가상 멀미 간의 상관 관계를

사물이 두 개로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안구가
강제로 벌어지면서 하나로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SSQ
점수는 실험 조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본인의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divergence 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 때
사용자는 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차이를 보였다(F[4, 56] = 5.875, p < .001, η2
= .219). 점수는 B+2(M = 34.2, SD = 31.4), B-4(M
= 29.8, SD = 31.1), B-2(M = 23.3, SD = 21.2),

안구위치가 강제됨으로 인해 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 다룰 것이다.

B(M = 19.2, SD = 1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는 아직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15 명이라는 적은 피험자 수로 예비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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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더 많은 실험 수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 수준의 통계수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실험은 동공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 중 사용자의 정확한 동공 위치와
움직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더 많은
세부 단계를 둔 실험조건으로 실험하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인터랙션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다. 즉, 고정된
3D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에 따라 가상 멀미의
정도가 변화한다[1].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에 의한
잡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

실험은

신체

움직임을 억제하고 가상멀미 변화를 측정하였다.
신체 움직임을 허용한 환경에서의 IPD 와 IOISD
불일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지를 관찰하는 연구
또한 향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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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는 VR 탭 댄스나 VR 축구 등의 발을 주로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가상 환경 속에서 발의

본 연구에서는 VR 탭 댄스, VR 축구 등의 발을 주로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렌더링할 때, 어느 부위까지
표현하는 것이 사용자가 보다 정확한 상호작용을

사용할 가상현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렌더링할 때, 신체의 부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상호작용을 돕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실험을

하였다.

하게 도와주는지 알아보았다. 사용자가 발을 움직여
지정된 위치를 밟는 간단한 Task 를 수행 할 때, 발을
포함한 신체 부위의 시각적인 렌더링 범위를

실험

참가자들은 발을 포함한 신체 부위의 시각적인
렌더링 범위를 달리 하여 지정된 발판을 밟는 Task 를

달리하여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2. 가상 환경 구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신을 시각적으로 렌더링한
경우의 반응 시간이 발만 렌더링 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짧았지만, 전신을 렌더링한 경우의 발

가상 환경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 Oculus VR

움직임 정확도는 다른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社)

것을 확인하였다.

및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키넥트(Kinect v2, Microsoft 社)로 구성되며,
키넥트의 센서 데이터를 연산하고 그래픽 렌더링을

주제어

하기 위해 게임 엔진 중 하나인 유니티(Unity)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키넥트(Kinect), 사이버
멀미(Cyber Sickness), 체화(Embodiment)

사용하였다. 유니티를 키넥트와 오큘러스와 연동하기
위해 유니티용 키넥트 플러그인과 오큘러스

1. 서론

플러그인을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가상 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자와 가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은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
몰입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1].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들 중 가장 자연스럽고 몰입이 잘 되는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체를 그대로
표현하여 실제 움직임을 가상 환경 상의 아바타의
움직임과 대응시킨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1]. 이를 위해 립 모션(Leap Motion, Leap
Motion 社), 오큘러스 터치(Oculus Touch, Oculus
VR 社)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시도들이 있었다[2]. 하지만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

키넥트에서 추적된 사용자의 움직임을 유니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 생활에서는 손을 사용한

전송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2 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Activity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걷기,
달리기, 공 차기 등 발을 사용하여 주변과

키넥트를 통해 사용자의 스켈레톤 정보를 가져온 후,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가상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한다. 그 후, 사용자의 스켈레톤
데이터를 추적하여 사용자가 새로 인식되었으면

발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할 때, 가상 공간에서 발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바타 생성, 사용자가 인식되지 않으면 아바타 삭제,

현재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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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움직임이 계속 인식되는 상황이면 스켈레톤
데이터를
유니티로

갱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니티는 받은

3.1 실험 조건

생성하여
메시지를

사용자 실험에는 몸을 움직이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총
30 명(평균 21.97 세, 남자 20 명, 여자 10 명)의

파싱(Parsing)하여 아바타 생성, 삭제, 갱신 중 어떤
메시지인지 판단하고 아바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렌더링한다.

피실험자가 참여했다. 소수의 피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HMD 를 착용해본 경험이 없었다. 발을
포함한 신체 부위를 시각적으로 렌더링 방법은
그림 3 과 같이 발만 렌더링(F; Foot), 발과 정강이
렌더링(S; Foot and Shin), 몸 전체 렌더링(B; Whole
Body)으로 3 가지를 설정하였다.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0 명의
피실험자는 F 조건에서, 다른 10 명의 피실험자는
S 조건에서, 마지막 10 명의 피실험자는 B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피험자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 방법을 사용했다. Task 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동안 시간 제한은 없지만 피실험자에게

그림 2. 키넥트로 측정한 움직임을 유니티로 전송하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가능한 빠르게 Task 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사용자 실험.
사용자 실험에서 피실험자는 HMD 를 착용한 후,
키넥트 앞에 서서 가상 환경 속 아바타의 시점으로
자신의 발을 움직여 발판에 표시된 부분을 밟는
Task 를 반복하여 수행했다. 반응 속도 측정을 위해
발판을 밟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정확도 계산을
위해 표시된 위치와 밟는 순간의 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실험 종료 직후, 멀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피실험자에게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SSQ) [3] 를 응답하게 하였다.
SSQ 는 총 16 개의 항목을 응답하게 하는데, 그 중
9 개는 메스꺼움의 정도(Nausea)를 측정하고, 나머지
7 개는 안구 운동 장애(Oculo-motor) 정도를
측정한다.

메스꺼움

정도를

측정하기

그림 3. 발을 포함한 신체 부위를 시각적으로 렌더링하는
3 가지 방법. 왼쪽 위: 발(F), 왼쪽 아래: 발과 정강이(S),
오른쪽: 몸 전체(B)

위해

피실험자는 불편함, 침 분비 증가, 발한, 메스꺼움,
눈을 떴을 때의 현기증, 눈을 감았을 때의 현기증,

3.2 실험 절차 및 결과 분석 방법

빙빙 도는 느낌의 어지러움, 위장에 대한 부담감,

사용자 실험 장면은 그림 4 와 같다. 피실험자는

트림의 여부 각각을 없음, 약간, 보통, 심함의
4 단계로 응답한다. 이 응답을 각각 0~3 으로

HMD 를 착용하고 지정된 위치에 서서 그림 5 처럼
왼쪽, 왼쪽 앞 대각선, 앞, 오른쪽 앞 대각선, 오른쪽
방향의 5 방향 중 붉은색으로 빛나는 입자

대응시킨 후에 다 더한 것이 메스꺼움 정도의 점수가
된다. 안구 운동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피로, 두통, 눈의 스트레스, 초점을

효과(Particle Effect)로 표시된 방향의 발판을 원하는
발로 밟은 뒤, 발을 원위치시키는 Task 를 수행했다.

맞추기 어려움, 집중하기 어려움, 머리가 꽉 찬 느낌,

본격적인 실험 전에 모든 피실험자들은 총 5 번
발판을 밟는 트레이닝 세션을 거친 다음, 각 방향

뿌연 시야의 여부를 마찬가지로 없음, 약간, 보통,
심함의 4 단계로 응답하게 하고, 이 값들을 0~3 으로
대응시킨 후에 합계를 구한 것이 안구 운동 장애

별로 10 번씩, 총 50 번을 임의의 순서로 밟는 본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이 끝난 뒤에, 한글로 번역한
SSQ 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도의 점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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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SSQ 의 결과로 나온 메스꺼움 정도와
안구 운동 장애의 정도 또한 One-way ANOVA 로
분석하고, 후속 검정이 필요한 경우 모두 본페로니
검정 (Bonferroni Test)를 사용했다.
3.3 결과
반응 속도와 정확도 분석의 결과 그래프는 그림 7 과
같다. 피실험자가 HMD 를 착용한 뒤에 실험이
시작되면, HMD 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가상 환경이 렌더링 되어 피실험자가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50 번의
Task 중 맨 첫번째 Task 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림 4. 사용자 실험 장면

제외하고, 나머지 49 번의 Task 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one-way ANOVA 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p-값이 0.049059 가 나옴으로써 세 집단의 평균이
다름을 확인하였다(p < 0.05). 후속 검정으로는
본페로니 검정을 사용하여, 발만 렌더링한 경우가 몸
전체를 렌더링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오래 걸렸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발판을 밟을 때의 정확도 또한 one-way ANOVA 로
분석했다. 그 결과, p-값이 0.00022 가 나옴으로써 세

그림 5. 실험 중 수행하는 Task

피실험자의 Task 수행 능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집단의 평균이 다름을 확인하였다(p < 0.05). 후속

측정하였다.

검정으로 본페로니 검정을 사용하여 발 렌더링의
정확도가 몸 전체를 렌더링한 경우의 정확도보다

피실험자의 반응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한 Task 가
끝나고 다음 Task 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유의미하게 높고, 정강이 렌더링의 정확도가 몸

측정했다. 발 움직임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를 렌더링한 경우의 정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6 과 같이 지정된 발판의 위치와 아바타의 발이
서로 충돌한 판정이 난 순간 아바타의 발 중심과 해당
발판의

중심

사이의

유클리드

SSQ 로 측정한 피실험자들의 메스꺼움 정도와 안구

거리(Euclidean

운동 장애 정도의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메스꺼움
정도를 one-way ANOVA 로 분석한 결과 p-값이

Distance)를 지면과 평행한 평면상에서 계산하였다.

0.019514 가 나옴으로써 세 집단의 평균이 다름을
확인하였지만(p < 0.05), 본페로니 검정을 사용한
후속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안구

운동

장애

정도의

경우는

one-way

ANOVA 결과, p-값이 0.253694 가 나옴으로써 세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p > 0.05).

그림 6. 발 움직임의 정확도 측정. 목표 지점의
중심(A 지점) 과 밟는 순간 발의 중심(B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다. A 와 B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의미한다.
그림 8. SSQ 결과

One-way ANOVA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F, S,
B 조건들이 반응속도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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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된 반응 속도와 정확도 결과 그래프. 아래쪽 오차 막대는 최솟값, 위쪽 오차 막대는 최댓값, x 표시는 평균, 상자
중간의 가로 선은 중간 값을 의미한다. 두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붉은 색 별표(*)로 표시했다.

4. 결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명품인재양성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R0346-16-1007).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와 오큘러스 리프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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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 체험에 있어서 가상 아바타 (Virtual
Avatar)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사용하는 경우,
body ownership, presence, immersion 에
대하여는 연구되었지만, 가상 아바타 조절 시
사용되는
모션
캡쳐
기술에
따른
멀미도(Cybersickness)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motion capture
systems 를 사용하여 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6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위로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상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는
Motive Condition, 정면에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가상 아바타에 움직임을 적용하는 Kinect
Condition,
통제조건으로
Asynchrony
Condition 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아바타의
motion capture level 의 조절에 따른 가상
멀미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가상
아바타의 크기에 따른 가상 멀미도의 변화를 함께
연구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아바타에 움직임이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수록 가상 멀미도가
낮아졌으며, 아바타의 크기가 실제보다 큰 경우,
가상 멀미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 아바타를 사용하는 게임, 재활, 교육 등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가상현실, 가상 멀미, motion capture, 가상 아바타

1. 서 론
1.1 연구배경
멀미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와 복통 등을 말한다. 멀미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감각 갈등 이론으로 감각 재배치가
멀미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11]. 감각
재배치는 시각기관과 전정기관 사이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나
전정기관
내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두번째는 자세
불안정성 이론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사람이
효과적인 자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일어난다. [15]

멀미 가운데, 가상 현실 등의 컴퓨터 경험을 통해
생기는 멀미를 가상 멀미 (Cybersickness)라고
하는 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행한다.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가상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 인해 생기는 요소로 시스템 지연 (latency),
제한된 시야각 (field of view) 과 디스플레이 종류
등이 있다 [9,2,8]. 비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사람과
관련된 요소로 나이, 자세 안정성과 약물 투약
여부에 따라 가상 멀미도가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다
[1,16,12].
가상 멀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연구에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인 측정 방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Kennedy et al. [6]
이 제안한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SSQ), Keshavarz 와
Hecht [7]이 제안한 구두 보고를 사용하는 방법
(Fast Motion Sickness; FMS)가 있다. 그 외에도,
가상 멀미 후 움직임 변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postural sway 도 있다 [5].
가상 아바타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에 의한 행동 및
의사소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상현실에서
가상 아바타를 사용하는 경우, 가상 아바타와 강한
body ownership 을 느끼게 되고 [10], 가상현실에
대한 presence 가 높아진다 [4]. 그러나 가상
아바타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인 요소에 따른
멀미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아바타의 기술적 요인 중
하나인 모션 캡쳐 기술에 따른 가상 멀미도와 가상
아바타의 크기에 따른 가상 멀미도의 변화에 대해
예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모션 캡쳐 기술이 정확할수록 가상
멀미도는 줄어들 것이다. 2) 아바타의 크기도 가상
멀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2.1 실험환경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가상 현실에서 가상
아바타를 제어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아바타에
적용하기 위하여 Optitrack full-bod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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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system (NaturalPoint)와 Kinect V2
(Microsoft)를 사용하였다. Optitrack full-body
motion capture system 은 총 6 대의 Flex 13
(NaturalPoint)를 전방위로 설치하여 37 개의
포인트를 추적하여 움직임을 추적한다. Kinect
system 은 전방에 depth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방에서만 사람을 인식하여 움직임을 추적한다.
실험은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포함한 High-end
Graphic Card (Nvidia Geforce 1060)를 장착한
데스크톱 PC 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가상 아바타와 가상 환경은 3ds
MAX (Autodesk)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가상
환경은 현실 세계의 1m 를 가상 세계의 scale 값
1 에 대응시켜서 6 X 6 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가상
환경에는 피험자들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인식할
수 있도록 테이블, 복합기, 사진, 의자, 컴퓨터 등의
가구를 배치했다. 또, 피험자가 가상 아바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전면에 전신 거울을
배치하였다.
2.2 실험설계
실험은 가상 아바타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 수준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Motive,
Kinect,
Asynchrony 의 세 개의 Control Level 조건으로
나누었다. Motive Condition 은 Optitrack fullbody motion capture system 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움직임을 가상 아바타에 적용하는
조건이다. Kinect Condition 은 Kinect V2 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움직임을 가상 아바타에
적용하는 조건이다. Asynchrony Condition 은
피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고 미리 녹화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통제조건이다.
모든
조건에서
피험자는
지정된
동작을
계속
반복하였으며 동작은 앉았다 일어서기, 등배운동,
목운동, 뜀뛰기, 온몸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크기와 동일한 아바타를 생성하기 위해서
피험자의 키, 어깨 넓이, 배 넓이, 골반 넓이, 팔 길이,
다리 길이를 측정하였다. 가상 아바타의 크기는
실제 피험자와 동일한 크기의 Matched Group,
측정한 값을 전부 30% 줄인 Mini Group, 전부 30%
늘린 Magni Group 으로 구분하였다.

2.3 피험자
40 명의 피험자가 본 실험에 참가했다 (40% 여성;
N = 16). 피험자는 임의로 세 개의 그룹 (Matched,
Mini, Magni Group)에 배정이 되었으며 18 명의
피험자는 Matched Group, 11 명의 피험자는 Mini
Group, 나머지 11 명의 피험자는 Magni
Group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4 측정변인
Simulator
Sickness
피험자의 가상 멀미도를
사용했다 [6]. SSQ 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하다).

Questionnaire
(SSQ).
측정하기 위해서 SSQ 를
총 16 개의 4 점 척도
(0 = 전혀 없다, 3 = 매우

Fast Motion Sickness (FMS). FMS 는 피험자가
느끼는 가상 멀미도를 0 부터 20 점 사이로 구두
보고하는 형식이다 (0 = 전혀 없다, 20 = 매우
심하다) [7]. 이 연구에서 매 1 분마다 FMS 를
측정하고, FMS 최고 값을 이용하였다.
Postural Sway (PS). 본 연구에서는 객관화된 가상
멀미도를 측정하기 위해 postural sway (PS)를
사용했다 [5]. Wii Balance Board (Nintendo)를
사용하여 30 초 동안 1 초에 40 개의 Center-ofPressure (CoP)를 측정하여 sway area (95%
신뢰타원; 공식 4)를 계산하였다 [13].

∙∙∙∙∙∙∙∙∙∙∙∙∙∙∙∙∙∙∙∙∙∙∙∙∙∙∙∙∙ (1)
∙∙∙∙∙∙∙∙∙∙∙∙∙∙∙∙∙∙∙∙∙∙∙∙∙∙∙ ∙∙ (2)
∙∙∙∙∙∙∙∙∙∙∙∙∙∙∙∙∙∙∙∙∙∙∙∙∙ (3)
∙∙∙∙∙∙∙ (4)
2.5 실험절차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험자에게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사전 설문지 작성이
끝나고, 피험자의 신체 사이즈를 반영한 아바타를

그림 1 가상 환경 및 가상 아바타. (a)는 실제 크기보다 30% 축소 (b)는 실제 사이즈 (c)는 실제 크기보다 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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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 위해 피험자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했다.
측정이 끝난 후, 피험자에게 가상 현실 속에서
수행할 동작들의 예시를 동영상을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다음,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mocap suit 를 착용했다. 이후, PS 의 base line 을
측정했다. 측정이 완료된 후, HMD 를 착용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아바타를 생성하기 위해 Tpose 를 취하도록 했다. 이후에, 각 피험자는 가상
현실에서 아바타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시행을 수행하였다. 본 시행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counter-balanced 된 순서로 경험했다. 각
조건 체험 후에, PS 를 측정하고, SSQ 를 작성했다.
이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조건을 진행했다. 세
조건을 모두 수행한 피험자는 suit 를 벗고 실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을 종료했다. 총 실험
시간은 1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가상 멀미가 나타났으며, Mini Group, Matched
Group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ntrol Level 과
Avatar Size 사이에는 유의미한 interaction
effect 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670).
표 1 실험의 결과

Mocap

SSQ

FMS

PS

Mini

24.1
(21.6)

4.4
(3.7)

4.1
(5.6)

Matched

30.3
(22.6)

5.5
(4.4)

5.5
(5.6)

Magni

21.1
(10.3)

5.1
(4.0)

2.2
(1.4)

Mini

33.7
(25.2)

5.7
(3.3)

8.7
(6.4)

Matched

38.6
(30.8)

7.0
(4.3)

8.4
(6.8)

Magni

28.6
(15.9)

5.1
(4.2)

3.5
(1.9)

Mini

46.2
(46.6)

9.1
(5.2)

7.8
(6.1)

Matched

43.8
(29.2)

9.3
(5.2)

9.9
(6.2)

Magni

28.6
(15.9)

8.6
(5.6)

4.2
(3.2)

2.6 데이터 분석
모든 측정변인은 3 X 3 mixed ANOVAs (Control
Levels: Motive, Kinect, Asynchrony; Avatar
Size: Matched, Mini, Magni) 분석을 이용하였다.

Kinect

3. 결과
3.1 SSQ
SSQ 점수는 Control Levels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74) = 9.860, p < .001, η2
= .210) Motive Condition 에서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이 Kinect Condition, Asynchrony
Condition 순으로 나타났다. SSQ 점수는 Avatar
Size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348). 또한, Control Level 과 Avatar Size
사이에 interaction effect 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513).
3.2 FMS

Asynchrony

Note. SSQ 는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FMS 는 fast motion sickness, PS 는 postural sway,
Mini 는 크기를 줄인 그룹, Matched 는 크기가 같은 그룹,
Magni 는 크기를 늘인 그룹을 의미한다.

4. 논의

FMS 의 최고 값은 Control Level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74) = 28.112, p
< .001, η2 = .432) Motive Condition 에서 가장
낮고, Kinect Condition, Asynchrony Condition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FMS 의 최고 값은 Avatar
Size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762). 또한, Control Level 과 Avatar Size
사이에 interaction effect 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715).
3.3 PS
PS 는 Control Level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74) = 6.563, p < .005, η2 = .151)
Motive Condition 에서 제일 낮으며, Kinect
Condition, Asynchrony Condition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PS 는 Avatar Size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74) = 4.894, p
< .05, η2 = .209). Magni Group 에서 가장 낮은

본 연구는 피험자의 움직임이 가상 아바타에
반영되는 기술에 따른 멀미도와 가상 아바타의
크기에 따른 가상 멀미도를 연구하였다. 더 높은
수준의 full body motion capture 가 낮은 수준의
가상 멀미를 유발하며, 가상 아바타의 크기 역시
가상 멀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otive Condition 의 경우,
Kinect Condition 보다 기술적으로 정확한 움직임을
추적한다. Motive Condition 의 경우 총 6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위에서 피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반면, Kinect Condition 의 경우 전면에
배치된 1 대의 카메라를 통해 추적하기 때문에 신체
부위가 겹치는 경우 (앉았다 일어서기, 팔 교차하기
등)에는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확도 차이 때문에 Motive 를 사용하는
경우가 Kinect 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감각 재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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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일어나게 되어 가상 멀미가 적게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full body motion capture 가
더 낮은 가상 멀미를 유발한다는 결과는 상호작용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가상 멀미가 더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4]. 가상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은 피험자의
움직임을 가상 아바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full body
motion capture 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멀미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아바타의 크기에 따라서 가상 멀미의 변화는 결론
도출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인
측정 변인에서는 유의미했으나, 주관적인 측정
변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잠재적인 가설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주관적인 측정 방법보다
민감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한 조건에 5 분씩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으로, 5 분이란 체험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험자의 움직임 변화를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가상
멀미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측면에서는 가상 멀미의 차이를 측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가상 아바타를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실험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otive full body motion
capture 는 가상 멀미를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상 아바타를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임, 훈련,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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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분산 표상 기법으로 텍스트에서
사전상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어휘(이하, 비표준
의미 어휘)를 탐지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어휘의
어형은 동일하나 비표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및 오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표상
기법으로 생성된 문맥 및 대상 단어 벡터를 이용하여,
대상 단어가 주어진 문맥 내에서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대상 단어가 비표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문맥 벡터
생성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문맥 정보를 표상하는 방법과 문맥 내 단어들의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기존에 제안된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비표준 의미 탐지, 분산 표상

1. 서 론
소셜 미디어 및 블로그 상의 텍스트 자원은 높은
접근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 추출 및 분석에 있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형(informal) 텍스트는 형식의 자율성으로 인해
사전 상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예로 조문의 의미로 사용되는
‘문상’과 문화상품권의 약어로 쓰이는 ‘문상’, 그리고
음료수인 ‘사이다’와 시원한 기분을 나타내는
‘사이다’가 있다.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의미 분석 및
정보 추출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특정 어휘가
사전 상의 의미로 쓰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판단 시스템은 텍스트를 접하는
사용자들이 오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비정형 텍스트에
쓰인 어휘의 의미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미(비표준 의미)로 쓰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은 비표준 의미로 쓰인
대상 단어와 주변에 있는 각각의 문맥 단어와의 유사도
평균을 이용하여 비표준 의미 탐지에 있어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문맥의 전체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대상 단어가 비표준 의미를 가지는 지 구분하는데
중요한 문맥 단어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람은 대상 단어의 의미를 추정할 때 문맥
단어와 대상 단어와의 관계를 고려하기보다 대상
단어가 전체 문맥에 어울리는 지를 판단한다. 또한
전체 문맥 중 대상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를
단서로 대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예를 들면, “어제
받은 문상으로 충전했다”라는 문장에서 대상 단어
‘문상’을 ‘어제’, ‘받은’과 같은 문맥 단어와
비교하기보다 전체 문맥 “어제 받은 ~으로
충전했다”에 어울리는지 고려하며 ‘충전’은 대상 단어
‘문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맥
전체에 대한 통합적 의미 표현과 대상 단어의 표준
의미 표현과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대상 단어가 문맥에
어울리는 정도를 수치화한다. 또한 비표준 단어 탐지를
위한 단서가 되는 문맥 단어에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의 성능이 기존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관련 연구
비표준 의미를 탐지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1]에서는 어휘가 사용된 시간적인 기록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맥 정보에 기반한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과 의미 변화가 발생된 시기를 탐지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2]에서는 텍스트 상의 어휘
사용에 관련된 두 가지 잠재 요인인 주제와 문맥의
의미를 분석하여 대상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제는 문서 전체의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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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정되며, 문맥의 의미는 대상 단어의 주변 문맥
단어를 통해 추정된다.
최근에 제안된 연구로서 [3]에서는 대상 단어 의미와
각 문맥 단어 의미 사이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대상
단어가 비표준 의미로 쓰이는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문맥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는
분산 표상(word embedding)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 단어가 사전 상의 의미로 사용 되었을 때의
문맥들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의 문맥과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1]의 연구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지만 문맥
정보를 고려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대상단어와의 문맥 유사도 비교시 전체 문맥 표현에
대한 대상 단어의 관계보다 개별 문맥 단어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함으로써 문맥 전체가 표현하는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든 개별 문맥
단어와 대상 단어와의 의미 유사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능어와 같이 대상 단어의 의미와 관계가 약한 문맥
단어들의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셜 미디어
및 블로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비정형 문장에서
단어의 비표준 의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성능 평가를 위해 문맥 정보에 기반한
[3]의 방법과 비교한다.

3. 방법
제안하는 모델은 대상 단어가 문맥과 어울리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맥과 대상 단어를 분산 표상 기법으로
표현된 벡터로 나타낸다. 전체적인 문맥이 나타내는
의미를 표상한 벡터와 대상 단어의 표준 의미를 표상한
벡터와의 일치도를 비교하며, 전체적인 문맥 고려시 각
문맥 단어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두 벡터 표현 사이의 일치도
(표준 의미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 단어가 사전 상의
의미(표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낮을수록 새로운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학습하는 정문
말뭉치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와 사전에서 사용된
예문은 표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1 가장 가까운 내용어에 가중치를 둔 표준 의미 점수
계산 예시

나타내는 의미와 대상 단어의 표준 의미와의 어울리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문맥 벡터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제안 모델을
ICR(Integrated Context Representation)이라 한다.
(1)

C 는 사전에 없는 단어를 제외한 주변 문맥 단어
집합이며, N(C)는 문맥 단어의 개수를 나타낸다. 표준
의미 점수는 문맥 벡터와 대상 단어와의 일치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식은 (2)와 같다.
(2)
3.2 주요 문맥 단어에 기반한 표준 의미 점수 계산
대상 단어가 비표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는 대상 단어에 가까운 문맥에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문상’이라는 단어는 사전 상
의미로 쓰일 경우 ‘오다’, ‘가다’와 같은 단어와 함께
나타나며, ‘문화상품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충전하다’, ‘사다’와 같은 단어와 함께 나타난다. 그림
1 은 대상 단어 ‘문상’이 비표준 의미와 표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의 표준 의미 점수를 계산하여 구분하는
예시를 보여준다.
의미를 결정하는 데 대상 단어와 가장 가까운
내용어(content word)가 큰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상 단어에 가장 가까운 왼쪽
내용어(wleft)와 오른쪽 내용어 (wright)와의 관계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 변수( )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 결정되며 식은 (3)과 같다.
(3)

3.1 통합적인 문맥 표상
대상 단어와 주변 문맥과의 어울리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적인 하나의 문맥 벡터와 대상 단어(wt)
벡터의 표준 의미 점수를 계산한다. 문맥에 따라 대상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학습된 대상
단어의 예문은 표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맥이

문맥 단어 또한 표준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표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된 단어의 벡터와 함께 계산할 경우 의도되지 않은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문맥 단어의 표준 의미 사용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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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표준 의미로 쓰인 문맥
단어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주며 비표준 의미로
쓰인 문맥 단어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주어 표준
의미 점수를 계산한다. 문맥 어휘에 대한 가중치와
가중치가 적용된 통합적인 문맥 벡터를 생성하는 식은
(4), (5)와 같다.
(4)
(5)
3.3 단어의 비표준 의미 사용 판단
학습되는 평가 데이터에서 각 대상 단어에 대한 표준
의미 점수를 계산한다. 표준 의미 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밑 면적(AUC)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최적
임계값을 결정한다. 중요 단어 문맥에 기반한 방법 중
가까운 문맥에 대한 가중치 변수( ) 또한 AUC 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결정한다.

4. 실험 환경
4.1 실험 자원
단어 벡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사용되는 단어가
사전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가정되는 정문
말뭉치로서, 세종 구어 및 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4]
1,041,252 문장, 전처리 과정을 한 중앙일보[5] 뉴스
데이터(2016/5/9
~ 2017/1/1) 387,875 문장을
임베딩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단어 벡터 학습은
word2vec[6]의 CBOW(Continuous Bag of Word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300 차원, 윈도우 사이즈 5, 5 번
미만 출현 단어 제거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뉴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Twitter 형태소
분석기[7]를 이용하였으며 기호 및 특수 문자를
제거하였다. 형태소 품사를 통일하기 위하여 세종 형태
분석 말뭉치는 8 개의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어미, 조사, 감탄사, 한정사)로 한정하였다.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트위터[8] 상의 트윗
메시지(2017/9/15 ~ 2017/11/8)에 뉴스 데이터와
동일한 전처리 과정을 한 후 이용하였다. 대상 단어
41 개에 대해 비표준 의미 사용 여부가 표시된
트윗 374 개가 사용되었다. 오픈 사전을 제외한 네이버
사전[9]에 있는 의미를 표준 의미로 정의한 후, 두 명의
주석자가 각 트윗에 명시된 대상 단어의 비표준 의미
사용 여부를 주석하였고, 주어진 문맥 상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제외
시켰다. 이 때, 주석자 간 일치도는 87.65%였으며,

표 1. 새 의미 사용 여부 판단에 대한 각 모델의 성능 (%)
Precision

Recall

F1Score

Aoki

46.9

46.6

46.8

ICR

63.6

62.7

63.1

Aoki+closest

56.6

48.9

52.5

ICR+closest

64.1

62.7

63.4

Aoki+standard

47.1

46.9

47.0

ICR+standard

65.4

64.5

65.0

Aoki+closest+standard

56.3

49.1

52.5

ICR+closest+standard

62.9

62.0

62.4

이는 거의 완벽한 일치도로 판단된다. 일치하지
주석에 대해서는 주석자 간의 사후 토의를
합의점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평가 대상 단어가
상의 의미로 쓰인 163 문장과 새 의미로 쓰인
문장을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않은
통해
사전
160

4.2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Aoki 모델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제안된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Aoki 모델에 주요 문맥 단어에 기반한 두 가지
계산(score2: closest, contextweight: standard)을 각각
적용한 방법과 동시에 적용한 방법 간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통합적인 문맥 벡터를 생성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제안 모델(3.1)에 대해서도 추가한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5 분절
검증을 이용하여 각 모델들의 정확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F1 점수를 측정하였다.

5. 결과 및 토의
표 1 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안한 모델은 Aoki 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ICR 방법만을 적용한
모델의 F1 점수는 63.1%로 Aoki 모델의 F1 점수인
46.8%보다 16.3% 높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모델과
같이 문맥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비표준
의미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가까운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closest
방법을 각 모델에 적용시켰을 때 Aoki 와 제안 모델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Aoki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보다 5.7%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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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어와 가까운 문맥은 비표준 의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임을 보여준다.
closest 방법의 가중치 변수( )는 학습 과정에서
성능을 최대화 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Aoki+closest 와
Aoki+closest+standard 모델은 항상 가중치가 1 로
결정되었다. 이는 가까운 지역적인 문맥이 전체
문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 모델
ICR+closest 와 ICR+closest+standard 의 평균
가중치는 각각 0.46, 0.5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11, 0.16 이었다. 이를 통해 제안 모델의 경우
지역적인 문맥 못지 않게 전체적인 문맥이 비표준 의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문맥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standard 방법을
각 모델에 적용시켰을 때 Aoki 와 제안 모델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제안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보다 1.9%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closest
방법보다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문맥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문맥의 표준 의미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것이 가장 가까운 내용어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주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closest 방법과 standard 방법을 모두
적용시켰을 때 Aoki 모델의 성능은 closest 방법만
적용한 모델과 성능이 비슷했으며, 제안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보다도 성능이 떨어졌다. Closest 방법과
standard 방법은 다른 관점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지만, standard 방법에서 가까이 있는 단어의
표준 의미 정도가 낮은 경우 문맥에서의 영향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단어와 대상 단어와의 어울리지 않는 정도를 희석하여
오히려 새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한 구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Closest 방법과 standard 방법이
내포하는 정보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새 의미를 판단하는 다른 자질이 고려되어
적용될 경우 더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맥 벡터와 대상 단어 벡터 간의
어울리는 정도를 이용하여 새 의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통합적인 문맥 벡터를
형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기존 각 문맥 단어마다
계산하는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문맥 단어에
표준 의미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계산했을 때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중치를 계산하는 두 방법이 서로 충돌하여
동시에 적용했을 때에는 성능이 좋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성능 향상 및 이에 대한
지역적인 문맥을 고려하는 것과 전체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팀은 특별히 어떠한 문장 구조에 있어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는 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정확한 단어의 비표준 의미 판단을 위한
향후 연구로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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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잡고

전달하기가

어렵기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때문에

사용자는

시각,

청각,

촉각,

사용하여 자기 중심적 판단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판단하고 만지는 것이다 [1]. 여기서 고유감각은 근육,

상호작용이 아닌, 가상의 객체를 직접 조작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현실
완벽한

것은

고유감각(proprioceptive sense) 등 다양한 감각들을

HMD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기술에서는

만지는

관절, 팔의 위치 등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감각으로, 이를 통하여 눈을 감고 있어도
자신의 코나 눈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을 말한다.

고유감각(proprioceptive
sense)과
시각
정보
사이에서의 차이로 인해 가상 객체의 조작이 매우

이처럼 사물을 만질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사용하며,
시각 정보가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각 정보를 많이 수용하게 된다[11]. 하지만 가상현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
객체의 조작 (예: 버튼) 시 Distance-to-tactile coding
방식으로 감각치환을 통해 고유감각과 시각정보의

환경에서는

시각

정보를

완벽하게

현실처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유감각과 시각 정보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상 물체를 잡는데 어려움이

불일치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Fitts’ Law
기반 실험을 통해 3 가지 피드백 조건에서 운동 시간
및 오차율을 측정한 결과, 햅틱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

따른다[1]. 여기에 실제 물체와는 다르게 가상 물체는

운동 시간 및 오차율에서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촉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근 조절(Accommodation)

주제어

[16], 심도(Depth of field) [15], 운동 시차(Motion
parallax) [13], 시야각(Viewing angle) [14] 등
시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가상현실, HMD, 햅틱, 인터랙션, Distance-ToTactile Coding, Fitts’ Law

있다 [2].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시각적인 문제가

1. 서 론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할 경우, 햅틱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고유감각에 많은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이 발전하면서
Oculus Rift, HTC VIVE 등 HMD 기반의 가상현실

혼란이 올 수 있다 [3]. 이는 가상의 손으로 가상
물체를 잡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의 상호작용을 할 때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장비의 보급을 통해 사용자들이 가상 환경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Oculus Rift Touch,
HTC VIVE 컨트롤러 등의 출현으로 컨트롤러로 직접

보완하기 위해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와서 잡는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4]도 진행되었지만 직접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기 어렵다.

물건을 선택하거나 잡는 등, 이전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립모션(Leap
Motion) 등의 간편한 손 위치 추적 장치의 출시로
직접

손을

사용하여

가상환경과

본 논문에서는 시각 정보의 개선이나 이를 통한 새로운

상호작용하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식의 상호작용이 아닌 촉각 정보를 이용한 감각치환
(sensory substitution)을 통해 고유감각과 시각정보의

정교한 트래킹이 가능해진 VR 컨트롤러와는 달리
손을 직접 사용하는 상호작용은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한다. 즉, 가상 환경에서 손으로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가상의 손을 사용한 상호작용은

버튼을 누르는 등의 UI 에서 햅틱 피드백으로
사용자에게 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손 모양 및 위치 정보가 실제 환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이 어렵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UI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약이 생긴다 [12].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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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본 논문에서는 3 차원 공간에서 Fitts’ law 실험을

본 실험의 목적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고유감각과

진행한 연구[6]를 참고하여 중심각이 직각인 부채꼴
모양에서 3 차원 가상 공간의 Fitts’ law 를 측정하고자

시각정보의
거리정보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촉각적 감각치환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버튼

한다. 가상 환경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시각 정보와
고유감각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조건
내에서 각 버튼을 누르는 작업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누르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 방식은 Fitts’ Law 실험
방식을 기반으로, 가상 환경의 중앙 버튼에서 특정

하기 위해 시작 지점으로부터 목표 버튼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맞춰준다. 실험은 목표 버튼만으로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을 구성하여 연속적으로 누르는

위치에 있는 목표 버튼을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손가락이 목표 버튼으로 향할 때
거리에 따라서 햅틱 피드백을 제공해주며 각 조건에

Serial Task 가 아닌, 중앙 버튼에서 목표버튼으로
한번씩 반복적으로
진행한다[7].

따른 성능을 측정하였다.
2.1 Distance-To-Tactile coding

누르는

Discrete

Task

로

2.3 실험 참가자

최근 연구 [5,9]에서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촉각을
이용한 distance-to-tactile coding 을 통해

실험에는 총 9 명(여자 1 명; 평균 나이 28 세; SD =
10; 24 세~41 세)이 참가하였으며, 모두 가상현실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로, 거리에 따라 햅틱 피드백의
주기(Period)나 펄스 길이(Pulse Length)를 다르게

참가비로 커피 쿠폰 2 장을 제공하였다.
2.4 실험 장비 및 자극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목적지까지의 거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5]과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각도에
따라서 햅틱 피드백의 주기를 다르게 하여 사용자에게

하드웨어
본 실험에는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자의 머리 위치
추적과 시각적 재현을 위한 Oculus Rift CV1 HMD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9]이 연구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들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distance-to-

(해상도

1080x1200,

시점당

90Hz)와

손가락

트래킹을 위한 Leap Motion 을 사용하였다. 햅틱
피드백을 생성하기 위해 고전압 앰프(TEXAS

tactile coding 을 적용한 햅틱 피드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버튼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까지의 거리 정보를 촉각 신호로

INSTRUMENT 의 DRV 2667 CapTouch EVM)에
피에조
액츄에이터
(piezo-SEN-10293)를
연결하였으며, 해당 피에조는 사용자 손가락에

제공하였다.

장착하였다 (그림 1 참조).

2.2 Fitts’ Law
Fitts’ Law 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속도와 정확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빠르게 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예측한다[10]. 빠르게 누르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정확하게 누르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수식으로
계산한다. 작업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Index of
Difficulty (ID)는 다음과 같다.
ID = log 2 (

𝐷
+ 1)
𝑊

(1)

여기서 D 는 버튼까지의 거리이며 W 는 버튼의
지름이다. 최종적으로 Fitts’ Law 의 평가를 위한

그림 1 Piezo 착용 모습 및 실험 모습

소프트웨어
그림 2 는 가상 환경에서의 실험 및 버튼 환경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가상현실 환경은 게임 엔진인

throughput 은 정확도와 속도의 관계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 (2)를 사용한다[8].
Throughput =

𝐴𝑒
+ 1)
4.133 × 𝑆𝐷𝑥
𝑀𝑜𝑣𝑒𝑚𝑒𝑛𝑡 𝑇𝑖𝑚𝑒

log 2 (

Unity3D(ver.5.6.03f)에

(2)

C#으로

구현하였다.

립모션의 손 추적을 기반으로, Unity3D 의 기본 단위와
실제 단위를 1:2 로 비율을 조절하였다. 가상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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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테이블의 표면은 지면으로부터 75cm 높이에

누르도록 하였으며 가상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히

위치시켰다. 시작 지점으로 중앙 버튼, 도착 지점으로
목표 버튼을 사용하며, 중앙 버튼은 사용자의 HMD 를

연습한 후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목표 버튼은 중앙
버튼을 기준으로 0 도, 45 도, 90 도 세 방향 중 한

기준으로 전방 30cm 떨어진 지점에 지름 1cm 의

방향에 무작위로 등장하며 각 ID 별로 목표 버튼의

빨간색 원으로 위치시켰다. 이 원을 기준으로 오른쪽
수평 방향이 0 도 일 때, 목표 버튼을 0 도, 45 도,

거리와 크기가 정해진다.
실험 시작 전,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HMD 를

90 도에 위치시켰다. 중앙 버튼에서 목표 버튼까지의

착용하고 립모션 위로 손을 뻗은 후 사람 손과 유사한

직선 거리는 17.5cm 와 25cm 이며, 원의 크기는
1.5cm 와 3cm 이다. 가상의 손 모델과 실제 사용자의

가상 손 모델과 본인 손이 동일한 위치에 보이도록
조정하여 일치시킨다. 오른손 검지가 중앙 버튼을

손 사이의 시점 차이는 Oculus Rift 의 가상 헤드셋

누르게 되면 중앙 버튼의 색이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객체 위치를 조절하여 사용자 시점에서 가능한 같은
시점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바뀌며 중앙 버튼 위의 빨간색과 초록색 구가 매초마다
하나씩 사라진다. 두 개의 구가 사라지고 중앙 버튼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Task 가 시작된다. 오른손 검지가
목표 버튼의 수직 위 방향에 위치하게 되면 목표
버튼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목표 버튼이 눌러질 경우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OK’라는 글자가 표시되고
사각파(Square wave)의 햅틱 피드백이 손가락에
전해지면서 Task 가 끝난다. 만일 목표 버튼을 누르지

그림 2 가상 환경에서의 실험 셋팅과 버튼 셋팅

못하고 테이블 표면을 누르게 되도 똑같이 ‘OK’라는

자극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려고 다가갈 때 총
3 가지 피드백 조건을 제공한다: 조건 1 피드백이 없는

글자가 표시되고 햅틱 피드백이 제공되면서 Task 가
끝나게 된다. Task 를 21 번 반복하여 ID 가 바뀌거나

경우; 조건 2 햅틱 피드백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

되며 참가자들은 휴식 시간을 가진다. 휴식 시간은

조건 3 햅틱 피드백의 세기가 감소하는 경우. 조건 2 는
손가락이 시작 지점에서 목표 버튼 쪽으로 이동할 때

화면 중앙에 표시되며 ID 가 바뀌었을 때는 1 분,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3 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조건이 바뀌면 중앙 버튼 옆에 ‘Change’ 문자가 표시가

직선거리가 임의로 지정한 24cm 보다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거리에 따라 피드백의 세기를 강하게
제공한다. 반대로 조건 3 의 경우 손가락이 버튼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에 따라서 피드백의 세기를 약하게
제공한다. 조건 2 와 조건 3 은 150Hz 의 연속적인
사인파(Sine wave) 세기를 10~100%의 세기로 거리에

그림 4 (좌)중앙 버튼 변화 및 Task 시작 알림, (우) 목표
버튼 터치 시 변화 및 Task 종료 알림

기반하여 조절한다.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100Hz 의 사각파(Square wave)를 동일하게 한번만
2 주기 동안 제공한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목표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거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가지 햅틱 피드백이
제공된다. 표 1 은 각 ID 별 목표 버튼 크기와 목표 버튼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ID 의 크기, 거리 값과 피드백 종류

그림 3 (좌) 150Hz 의 연속적인 사인파, (우) 100Hz 의
2 주기 사각파

목표 버튼 크기

1.5cm

3cm

목표 버튼 거리

17.5cm

25cm

피드백 종류

NH

피드백 없음

H1

세기가 증가하는 피드백

H2

세기가 감소하는 피드백

2.5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HMD 를 쓰고
가상환경에서 버튼을 누르는 실험이다. 참가자들에게
중앙 버튼에서 시작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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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목표 버튼의 2 가지 크기 × 2 가지 거리 × 3

피드백의 세기 변화 방식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가지 피드백으로 설계하였다. 조건은 중첩되지 않게
무작위로 섞었으며, task 는 각 조건의 ID 마다 21 개의

않았다.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참가자마다 총 252 번의
세션 (21 개 세션 × 2 개의 목표 버튼 크기 × 2 개의
목표 버튼 거리 × 3 가지 피드백)을 수행하였다. ID
범위는 2 개의 목표 버튼 크기(W)와 2 개의 목표 버튼
거리(D)의 4 가지 조합으로 2.58 ~ 4.7 bit 이며 겹치지
않게 분포된다.
이 실험을 통하여 운동 시간(movement time)과
오차율(error rate), 좌표(coordinates)를 측정하여
Throughput (bit/second)을 계산한다. 운동 시간은

그림 5 오차율 측정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 버튼에서 오른손 검지가 출발한 순간부터 목표
버튼을 누른 순간까지의 이동 시간이다. 좌표는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 두 개를 기록한다. 시작 지점은 중앙
버튼을 눌렀을 때 기록하며, 도착 지점은 목표 버튼
누른 지점을 기록한다.

3. 실험 결과
표 2 는 각 조건에 따른 운동 시간과 오차율을 나타낸
표이며, 표 3 은 조건에 따른 Fitts’ Law 에 대한
Throughput 값이다.
그림 6 운동 시간 측정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표 2. 운동 시간과 오차율 측정 값
오차율(%)

표 3. Grand Throughput

운동 시간(ms)

피드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피드백

평균

표준 편차

NH

3.33

1.69

1725.49

209.07

NH

1.8166

0.1737

H1

2.59

1.04

1537.56

193.26

H1

2.0490

0.2417

H2

2.22

0.79

1588.09

193.69

H2

2.0274

0.2063

그림 5 는 표 2 의 오차율에 대한 그래프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낸다. 피드백이 없을 때 오차가
가장 많으며 피드백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는 H1 일
때가 가장 적다. 그림 6 은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래프로 피드백이 없을 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으며 피드백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H2 일 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렸다.
그림 7 은 표 3 의 Throughput 의 평균과 오차 그래프로
피드백이 없을 때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H1 일 때 가장
높았다. 운동 시간과 오차율, Throughput 모두

그림 7 Grand Throughput 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래프

피드백이 없을 때보다는 피드백이 있을 때 수치적으로

4. 결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운동시간 P=0.49, 오차율 P=0.81,

본 연구에서는 가상환경에서 손을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경우, 햅틱 피드백의 감각 치환을 통해

Throughput P=0.69). 또한 모든 결과에서 햅틱

고유감각과 시각정보의 불일치를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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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살펴 보았다. 햅틱 피드백은 Distance-to-

Devices, Mobility, and Communication (2012):

tactile coding 기법을 사용하여 목표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식을

157-162.
6.Ware, Colin, and Kathy Lowther. "Selection using
a one-eyed cursor in a fish tank VR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가상환경에서 햅틱 피드백에
대한 Fitts’ Law 에 대한 Throughput 값은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nvironment."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Human Interaction, vol. 4, no. 4 (1997): 309-322.

단, 통계적 분석을 살펴 보았을 때에는, 유의미한

7.Soukoreff, R. William, and I. Scott MacKenzie.
"Towards a standard for pointing device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햅틱 피드백의 제공
시간이 버튼 누르기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운동 시간이

evaluation, perspectives on 27 years of Fitts’ law

상대적으로 짧았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research in HCI."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햅틱 피드백의 영향이 미미하고 두 개의 햅틱 피드백
조건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수치적
결과만을

볼

때,

운동

시간,

오차율

computer studies 61.6 (2004): 751-789.
8.MacKenzie, I. Scott. "Fitts’ throughput and the

그리고

Throughput 모두 햅틱 피드백 조건이 향상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Distance-to-tactile coding 을

remarkable

적용한 감각치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좀 더

Computer Interaction. Springer, Cham, 2015

of

touch-based

target

sele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정교한 Distance-to-tactile coding 을 통해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9.H. Kawaguchi, and N. Takuya, "Starvigation: a
vibrotactile mobile navigation for exploration-like
sightseeing,"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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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uter

Entertainment, Springer, 2012. 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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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considers the concept of interfaces for
connected cars and discusses the direction they will
take in the next few years. Focusing on driverless
vehicles, the resear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On-Board Diagnostics (OBD), a necessary feature of
maintaining the vehicle, and considers how the
presentation of data/inform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innovative means. In this context, the use of

Figure 1 Basic HoloDash concept

a Holographic Human Vehicle Interface (HHVI) to
present gesture based experience. We suggest that a
holographic display can be integrated into a vehicle's

To achieve this prospect, the proposed system

operation, and supported through a form of hand

(currently referred to as HoloDash), takes a unique

gesture interaction, can be extended beyond the

approach

traditional vehicle handling in order to communicate

projections on the dashboard. It is potentially the

and complete tasks within the vehicle's experience

first true step towards integrating this technology

without causing harm and distraction. We consider

into a dynamic environment that is intended to

how the user experience will change for the driver

develop trust between the driver and machine. It is

and passenger, their role within the vehicle, and how

intended to ease the driver’s transition into a ‘co-

this can be a benefit to them and those who make

pilot’ role, i.e. sharing control of the vehicle. The

use of the system.

interface uses human avatars shown on a projected

to

the

concept

through

holographic

surface within the dashboard, in a position that
enables checking of status updates and other On-

Keywords

Board Diagnostics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Entertainment, Experience, Gesture, Holographics,

driver’s visual field, in a connected car under driver

In-car system, Information, Interaction

control. In a fully driverless vehicle the system can

1. Introduction

while the car handles the driving.

also provide infotainment and useful information

With self-driving cars moving from prototypes to
mass

production,

a

new

system

that

enables

communication with on-board systems is required.
It must provide stability and reassurance in order to
develop trust between human and machine.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car’s status and the driving
environment is essential. This is also the case for
connected cars, i.e. vehicles under driver control that
use cellular internet to provide connectivity.
Figure 2 Positioning of the HoloDas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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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displayed would offer additional
Using a gesture controller, in this case a Leap
Motion, the HoloDash proposes a gestural interface
with a minimal number of movements for the driver
to memorise. This is considered a better approach
than current voice activation technology and forms

functionality, and presented through the holographic
avatar. This would further enhance the experience
through perhaps custom setup which a plug in style
access would allow so each experience using the
information entertainment system is a personal one.

the basis for our Holographic Human Vehicle

Some suggested avatars for the HoloDash are shown

Interface. Of course the gesture interface must be

below, along with the alerts associated with them:

reliable in order to build trust on the driver’s part. As
with any new technology innovation can come at a
risk and cost.

2. System

Figure 4 Prototype avatars.

3. Gestures
Current in-car interactive devices use multitouch
displays which track and recognize input from one

Figure 3 Design elements of the HoloDash interface.

or more fingers for interaction with the system.

There are some benefits to presenting certain

However the air gestures used for the HoloDash

information in a three dimensional environment.

require the tracking of the entire hand which means

Although the two-dimensional displays of in-car

using a system that can also recognise the joints of

information are more familiar, a properly structured

the fingers and the palm.

3D display can have advantages. That said, if the
three dimensional objects are too complex or
distracting, this will cause the driver’s focus to be
taken off the road, raising the risk of an accident.

A suggested outcome would be that while the car is
being driven, the system will only be presented with
2.5 dimensional graphics relevant to say the OBD.
However, when in driverless mode the interface can
present the driver with a 3D avatar to inform them
with

both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In

Interaction design for 3D user interfaces, Nielson is
quoted as stating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usability applies to aspects of a given system
that a user might interact with” (Ortega et al., 2015,
P7).

Figure 4 Gesture-based interface.

Furthermore, gesturing within a vehicle must not
conflict with the general movement of a passenger or
driver; e.g. moving a hand to reach for the displa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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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tment might trigger a gesture by mistake.

use. The process may also require the same gesture

Moving the hand forward in a straight palm stance

to be repeated several times in order to provide a

(more robotic), is a more likely to be detected as a

variety of possibilities.

valid gesture.

spatial movements in terms of mathematics, it move

If we consider the hand’s

in the x, y and z axis. While the motions may be the
same, deeper analysis will show subtle differences. It
is these differences which the tracking device detects
and so when dealing with the input device, in this
scenario the hand. The most basic of gestures would
provide the best navigation for a system which
should not require too much attention.

Gamification is defined as “the use of game
mechanics
Figure 5 Prototype of the dashboard and controller

business

to

drive

scenarios”

engagement
(Gartner

in

Group,

non-game
accessed

December 2017). This is perhaps the most fitting
Previous research on gesturing for autonomous
vehicles

has

recognition

shown
of

issues

human

with

gestures

unintended
within

the

vehicle/simulation:

term to describe the approach to and implementation
of gestures within the system.

By applying game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to its context, the end
user would be presented with a minimal learning
curve when interacting with the system which would

When the system did not recognize their input, or

not only a level of structured ‘fun’ but also allow

when drivers did not realize that the system is

them to intuitively use it henceforth.

rejecting their input due to safety/legal reasons,
drivers often rushed to make a subsequent input
and often end up inputting an unintended

If we describe the gestures as the actions of the user,

command due to time pressure... (Udara M. 2016,

the result can be seen in their execution within the

P5).

system. These executions can be compared to those
of the basic game controller used in the first
generation of video game consoles.

We have

adopted the motions of the Directional-pad (D-pad)
which offers simple yet effective controls for
interacting within the game environments.

Up,

Down, Left, Right as well as the additional four
buttons, including ‘select’ and ‘start’, would be the
basis for whatever form these gestures take and offer
the means to navigate the system whilst the
remaining two would provide further support for
enhanced interaction with the directions gestures
both the main menu and within the games itself.
Figure 6 Leap Motion controlling HoloTube

This form of interactive navigation is universally

Using the Leap Motion during the process we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such gestures, while suitable,
may have to be learned by the programme from the
individual user through a training/ tutorial on first

understood and widely used, in whatever form it
takes, approaching the concept through gamification
allows existing tasks feel more like games but
without becoming them, this being integral to such
scenarios as this that involve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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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ockup dashboard system

Figure 7 Selected gestures from the Leap Motion

Insights gained:
1. Potential users are positive about gesture.

4. Universal Gesturing
The focus and responsiveness of a driver are pivotal
to a safe journey. They are important factors which

2. They still have to figure out how/where can we
use the system

require the complete attention of the person at the

3. They prefer to control simpler functions through

steering wheel. It is sometimes more suitable and

gesture

appropriate to rely on fine motor skills to achieve

4. Potential users are positive about the use of

goals, especially in a vehicle. Similarly, moving the
mouse and cursor, also engages both fine and gross

human avatars.

motor skills, “...If the cursor starts far away from the
desired control, the user must first use gross motor
control to move the cursor near the control before
shifting to fine motor control to finish the job”
(Cooper, Reiman and Cronin, 2014, 467).

5. Experience
If we consider the experience of driving the vehicle as
its own category, then the overall experience can
perhaps be divided into two elements, notification
and entertainment. These two have information at

Natural gesture devices can sometime prove to be

their core.

While the entertainment side mainly

quite sensitive and so mechanical interaction provide

centres on the use of media, and is likely to expand

a more secure guarantee that what is required to

with driverless vehicles, the primary requirement will

work will work, it is the reason why many smart

be notification. This plays a vital part in the running

technologies have mechanical buttons for basic but

of the vehicle and therefore the mode in which this

important functions. These functions should in the

information system is implemented is pivotal to its

same light be reserved as a safeguard in the event of

running. In a driverless environment the system

a failure, i.e. the obvious on/off options. (Shedroff

would be relied upon to inform the passenger and

and Noessel, 2012, p24-25).

the legal driver of necessary data, as well as offering
a voice of reason and comfort.

We have been performing initial tests of the gestural
interface at Ravensbourne College and collecting

When represented through haptics, pressing a button

results from students using a mockup dashboard

symbolises the execution of an action. On a display

system. There were 26 participants and the goal was

this action is represented through the state change of

to gain insight about interactions and the services

the digital graphic, i.e. the inner fill of a graphic

provided in the in-car environment. Also we wanted

might change colour, and this is accompanied by a

their opinion about the gestures and contents.

specific sound that confirms the selection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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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An intuitive reliance on notification systems is

connected cars that still feature drivers. The system is

obvious and so this aspect would not be affected by

continuing in development with DoubleMe and has

the use of a holographic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lready

However the context of these notifications would

automobile manufacturers. With further refinements

play an important part. These should not intrude too

it will, we hope, come to be seen as a natural

much on the driver’s visual space. The driver should

extension of the user’s gestural and visual world

of course should spend as little time as possible

within the car.

raised

interest

amongst

several

major

looking at the system if they are at the controls of
the vehicle whilst it is moving.

The system could deliver auditory alerts for changes
to the driving environment, e.g. it could off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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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사람의 걷는 행위를 가

요약문

상 현실에서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Darken 등은

본 연구에서는 스카이워커(Skywalker, ROVERA) 운

트레드밀(Treadmill)을 사용하여 실제 걸음과 가상
현실 속 움직임을 일치시켰으며[3], Iwata 는 이를 응

동기구와 HMD 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운동 할 수 있는 VR 운동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VR Skywalking 은 스카이워커 운동기구

용하여 같은 자리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디바이스
를 고안하여 가상현실에 접목시켰다[4]. 이를 통해 몸
의 움직임과 시각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멀미를

위에서의 사용자 움직임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VR
환경에 반영한다. VR 환경에서 사용자는 본 연구의
VR 운동 시스템 속 스토리 진행을 통해 다양한 게임

줄이는 것[5]과 동시에 가상 현실 속 실재감을 높였다.
또한 Papegaaij 등은 가상 및 증강 현실에서 균형 잡
힌 걸음걸이를 연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6].

요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실재감 넘
치고 몰입도가 강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가상환경에서 운동 또는 재활치료의 효과에 관

주제어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Zhang 등은 가상 현실
에서의 운동이 신체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활동적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운동(Fitness System), 몰
입감(Immersiveness), 실재감(Presence)

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7], Bruun-Pederson 등은 가상 환경에서의 자전거
타기를 통하여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는 연구를 진

1. 서 론
세계 보건 기구 WHO 에 따르면 약 19 억명 이상의

행하였다[8].

성인이 과체중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1]. 이러한 과체
중은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질병

이외에도 가상현실과 운동의 접목을 기반으로 한 개
발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출시된 VR 운동 시스템

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으로, 실내 자전거(VZ Bike, VIRZOOM)1 혹은 조정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2]. 그리
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 인

기계(Holofit, HOLODIA)2를 활용하여 제작 되거나
플랭크 자세 유지 기구를 제작하여 만들어진 시스템

지하고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 존재한다(ICAROS, ICAROS GmbH)3.

하지만 악천후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실외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가상현실 속 운동과 달
리 걷기 운동이 가능한 스카이워커 운동기구와 HMD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체력단련실을 방문하지만, 체력단련실에서

를 결합하여 VR 운동 시스템 ‘VR Skywalking’을 개

의 운동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발하였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VR 운동 시스템
의 효능과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낀다. 사람
들은 이러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음
악을 감상하거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만, 이러한
매체들은 운동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

1

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VR 운동 시스템 ‘VR Skywalking’을 제안한다.

https://www.virzoom.com/

2

http://www.holodia.com/

3

http://www.icar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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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 SKYWALKING

Skywalking 은 좀비가 둘러싼 비행선에서 주인공이

2.1 스카이워커 운동기구 분석

탈출하여 구명정에 타면, 이를 본 좀비들이 주인공을
쫓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스카이워커 운동 기구는 그림 1 에서 표시된 바와 같
이 두 개의 발판과, 이와 연결된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발판 위에 올라간 후, 손잡이를 잡고
발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걷는 것과 같이 움직일 수 있
다.

그림 2 인트로 영상

 메인
본 어플리케이션은 게임적인 요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HMD를 착용한 사용자의 시선 가운데에 등장하는 커
서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 사용자
가 VR Skywalking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VR Skywalking에는 사용자 고유의 HP가 존재하며
길의 좌측 하단에 위치하여 항상 확인 할 수 있다. 트
랙의 우측에는 사용자의 상대속도를 표시하였다. 속
도 단위인 [km/s]는 임의로 설정한 단위로써 실제 사
용자가 읽기 편하지만 설정한 우주 환경에 적합한 단

그림 1 스카이워커 기구와 발판의 위치에 따른 센서의 출력

위로 선정하였다.

전압 변화

사용자가 보다 활발히 움직이며, 지루하지 않도록 하

스카이워커 운동기구에는 사용자의 사용시간, 걸음
수, 소모 칼로리 등을 나타내는 LCD 모니터 시스템이

기 위해 혜성과 좀비라는 게임 요소를 도입했다. 혜성
은 멀리서 사용자의 방향으로 날라오며, 사용자는 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카이워커 운동기구 위의

성의 접근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알 수 있다. 혜성이

사용자 움직임을 가상현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모니터의 센서 모듈을 분석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접근하는 것을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 회피하거나,
HMD 화면 중앙의 커서로 혜성의 중앙을 일정시간

LCD 모니터 속에는 자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

이상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 혜성을 파괴시킬 수 있다.

어 있으며, 해당 센서는 발판과 연결된 중심축에 달린

사용자의 움직임을 돕는 다른 요소로 좀비가 존재한
다. 좀비는 마라톤의 페이스 메이커와 유사한 역할을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전압의 변화가 생긴다. LCD 모
니터 속 센서와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2560,

하여 사용자가 일정 속도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Arduino)를 연결한 후, 센서 전압 값의 증가를 ‘0’으

사용자의 속도가 느려지면 각각의 좀비는 사용자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준다. 사용자와 좀비의 속도 차이가

로 감소를 ‘1’로 매핑하여 시리얼통신을 통해 게임엔
진(Unity5.5, Unity)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의 움

일정 값을 초과하면 사용자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직임 정보를 VR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였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격하도록 배치하였다. 혜성
을 피하지 못하거나, 속도가 느려져 좀비와 접촉하게

2.2 VR 게임 시나리오 구성
사용자는 스카이워커 운동기구에 오른 후, HMD를

되면 사용자의 HP는 줄어들게 된다.

착용하여 VR Skywalking을 즐길 수 있다. VR Sky-

도입부가 끝난 후 사용자가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VR

walking 시스템은 도입부, 메인 스토리, 엔딩 세 파트

게임이 시작되며 후방의 좀비들이 디스플레이 전방의

로 구성된다.

거울 상에 표현된다. 거울은 스카이워커 운동 기구 위
에서 HMD를 착용한 사용자가 뒤돌아보는 위험한 행

 도입부

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거울은

본 연구의 VR Skywalking 어플리케이션은 사람의 걸

앞에서 날라오거나, 보이는 다른 물체들을 가리지 않

음 운동을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러닝 액션

기 위해 반투명하게 제작되었다.

게임(Running action game)의 형식을 띄고있다.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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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시간마다 세 종류의 HP박스가 임의의 위치

행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피실험자는 운동의 지속성

에 생성된다. 화면 중앙의 커서로 박스를 응시하는 것
을 통해 선택이 이루어진다. 노란 박스는 HP를 줄어

에 관한 도움 여부, 몰입도, 어지러운 정도, 재미, 편안
함, 위험하게 느껴지는 정도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들게 하며, 빨간 박스는 HP를 회복 시킨다. 검은 박스

3.2 결과

는 확률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회복을 시키게 된다.

표 1. 피실험자의 조건 별 운동량 (평균±표준편차)

마지막으로 같은 배경에서 운동을 계속 하면 사용자
는 다시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을
바꾸는 게임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일정
시간 마다 사용자 앞에 ‘Jump to another galaxy’라는
문구가 뜨며 2개의 우주 배경이 씌워진 구체가 좌우
로 나타나게 된다. 사용자는 하나의 구체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해당 우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되며, 새로
운 우주로 배경이 바뀌게 된다. 본 어플리케이션에 사

운동량＼운동조건

VR

TV

칼로리

53±5.66

49.67±2.12

걸음 수

755.75±127.88

710.25±73.85

속도

4.90±0.89

4.49±0.49

표 1 에서 보여주는 실제 운동을 추적하고 기록한 정

용된 우주의 종류는 그림 4와 같다.

량적 데이터 결과는 VR Skywalking 시스템의 가능성
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정량적 데이터인 칼로리,
걸음 수, 속도 측면에서 TV 시청과 비교하였을 때
VR Skywalking 시스템이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각 데이터 별 표준편차가 매우 큰 값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별 평소 운동량과 걸음 속도, 운동 기구에
대한 적응도 등에 의한 개인차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

그림 3 우주 배경 선택

으로 판단된다.
표 2. 조건 별 사용자 평가 응답 점수 (평균±표준편차)

그림 4 Skywalking 의 우주 배경

 마무리
체력이 모두 닳거나 일정 걸음 이상 걸어 목표 칼로리
를 소비할 경우, 게임은 끝나게 되며 더 이상 걸음 수
를 세지 않는다. 엔딩 화면에 도달하면 화면이 어두워
지며 엔딩까지 운동한 칼로리의 양을 엔딩 화면에 나
타나게 하였다. 해당 칼로리는 스카이워커 모니터에

응답항목＼운동조건

VR

TV

지속성

65.71±33.8

65.36±10.59

몰입도

75.71±23.61

69.29±21.12

재미

65.48±25.73

74.23±14.35

편안함

38.15±16.69

82.80±14.73

어지러움

38.39±23.55

4.46±7.2

위험도

57.32±29.01

7.08±9.36

그러나 두 실험 조건에 관한 정성적 결과는 표 2 과 같
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VR Skywalking 이 몰입

표시되는 소모 칼로리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도와 지속성 부분에서 미세하게 앞서지만 전반적으로

3. 사용자 평가

개인간의 편차가 크며, 재미 부분은 오히려 TV 시청
시 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또한 편안함, 어지러

3.1 진행방법

움, 위험도 영역에서도 VR Skywalking 의 점수가 좋

신체 건강한 12 명의 성인 남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2 가지 실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험 조건에서 스카이워커 운동기구를 5 분간 사용하였

개인별 표준 편차가 큰 이유는 VR 환경에서 운동에

다. 첫번째 실험 조건에선 사용자가 원하는 TV 프로
그램을 시청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며, 두번째 조건에

대한 개인별 호불호 차이 때문이라 판단된다. 주관적

선 HTC Vive 를 착용하여 VR Skywalking 을 하면서

TV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가 많았으며 따라서 사
용자가 평소 좋아하는 ‘무한도전’과 같은 TV 프로그

설문 응답에 의하면 재미 항목의 경우, TV 시청은

운동을 진행하였다. 진행 순서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
고자 피실험자마다 실험 조건의 순서를 달리하여 진

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선택적 요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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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VR 환경이 불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VR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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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의 재미 부분에 관한 평가로 사용자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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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kspace is required [2]. In order to improv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nteraction method for

accessibility on a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recent industrial products let the user make his or

3D object manipulation designed for the Google
Cardboard interface. The user input is limited by

her own head mounted display (HMD) using a
smartphone. Recently, by using such low-cost
headset device to experience virtual reality, several

the capturable values from the custom HMD,
which include the single button input (touching the
phone screen) and the gazing point controlled by

applications have been proposed [3, 4, 5, 6]. They
mainly focused on the quality of contents and
usefulness of proposed user interface. Most of the

the head motion. The proposed method is named
as “GaZekewer” combining two words, gazing and
skewer, to highlight its function for selection

processes in the application were held in a 3D
virtual environment and interact with 3D model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deration on

technique of overlapped 3D objects. It also has
translation and scaling functionalities encoded with
different types of head motion. We conducted a

intuitiveness and effectiveness in user interaction
methods for virtual object manipul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et of input configuration

pilot study using a select-and-dock task with
various configurations of input scheme to test the
user’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Variations in

combining tapping (button clicks) and head motion
(up-and-down and tilting) to deal with 3D object
manipulation tasks in a virtual environment and

control configurations restrict users to certain
motions to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From a
quantitative analysis, we found a difference among

investigate the usability of various configurations of
control method.

configurations of interaction method in terms of

2. Related Work

execution time and amount of head motion. The
resulting qualitative evaluation reflected positive

2.1 Google Cardboard applications

reviews and promising feedback on the usability of
our
interaction
method.
The
proposed
“GaZekewer” interaction method shows potential

Google Cardboard VR is a custom virtual reality, a

for intuitive interaction with object manipulation

motion sensors in the smart phone. Cardboard
stands out from other HMD’s because of its

form of VR that performs head tracking by using

tasks using Google Cardboard VR under its limited

inexpensive and portable natures, as well as fine

forms of user input.

Keyword

SDK for the developer associated with Unity or
native Android [3]. The most common approach to

Virtual Reality, 3D Object Manipulation,

utilize the Cardboard is the virtual museum

Head Mounted Display, Google Cardboard

including navigation and instruction interface [4].
Meanwhile, Butcher et al. proposed a visual

1. Introduction

analytics tool by plotting a three-dimensional

Among

various

applications

of

graph in a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5]. The
usability of possible interaction in the existing

immersive

augmented reality (AR) / virtual reality (VR)

cardboard applications was also examined [6].

techniques, education and training are most
common purposes because of their reusability and

Generally,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navigating a 3D virtual environment and selecting

spatial realism [1]. However, the cost of such
device tends to be high and for many case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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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lded menu due to the limited input of a

tilt scaling enlarges the object when the user tilts
their head clockwise and minimizes the object

cardboard.

when tilting counter-clockwise. The head tilt

2.2 Object manipulation in VR environment
To maximize user immersion during exploration of

scaling explores the idea of using a plane of
movement that is not commonly used with

the VR, researchers have tried to conduct an
intuitive interaction method accustomed to given

previous HMD apps.
3.2 Triple tap: object selection

VR devices. For the object manipulation task, a
spatial input method projecting human’s hand or
arm into a virtual environment was adopted for

The GaZekewer method also proposes a new type
of object selection. Due to the restrictive nature of

natural interaction [7]. For example, Song et al.

the cardboard HMD (and by extension, mobile VR

made a virtual stick penetrating the object that is
manipulated by the position of both hands detected

apps), the user’s translational movement is not
detected; only the device’s rotation is detected. As

from a vision input device [8], while Kim et al.

a result, the user’s position is essentially fixed in the

mapped the object to the palm of a projected hand
in a virtual environment detected from a hand-

VR world. This implies that the user loses a degree
of freedom of motion—the z-axis or depth

held spatial input device [9]. For google cardboard

dimension.

VR, the possible user inputs are the head motion

inconvenience to the selection among multiple

and a simple touch input representing only on/off
status. In this study, we utilize the gaze point to

objects. For instance, if there is an object located in
front of a user hiding the target object, the user

manipulate the 3D object referring to the result of

cannot “walk around” the objects to select the

Tanriverdi’s research which states that eye
movement is more effective in object selection than

desired object in the back.

Such

a

restriction

may

present

a 3D pointing method [10].

3. The GaZekewer method
The primary method of object manipulation is an
intuitive drag-and-drop type interaction for the
translation. By pointing the cardboard HMD at an
object in VR, the object can be grabbed by clicking
the cardboard button and holding it. While held,
the object will follow the position of where the user

Figure 1 Object occlusion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is looking at. In other words, the object is
penetrated by extended bar starts from the camera

Thus, in order not to lose this degree of freedom,

position to the gazing direction. By releasing the

a “skewer” type of object selection is introduced. In

button, the object is dropped at that location.

this method, we consider objects in the same line of
sight. If the user wants to select only the object in

3.1 Double tap: object scaling

the back without affecting the occluding objects, a

For scaling, a similar dragging mechanism is used.
A double-tap action is used to trigger the object

triple taps mechanism is introduced. By tapping the
cardboard button three times in succession, the

scale process. Once a user double taps an object
and holds the button, the user can now control the

currently selected object toggles to whatever object

scaling of the object. In this study, two types of

is behind the current object. The user may keep
triple tapping to navigate through all objects that

input motions have been explored for scaling: updown scaling and head tilt scaling. Up-down

are in the ray cast of the gazing point. In Figure 2,

scaling scales the object larger when the user looks

to give visual feedback to the user.

the currently selected object is highlighted in green

up and smaller when the user looks down.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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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1 is done four different trials with each trial
giving different restrictions on the controls to be
used.

Figure 2 Object selection using skewer concepts

4. Experiments
4.1 Pilot study design
By

using

the

Unity

Figure 4 Task 2: occluded object selection

game

engine,

a

VR

The second experiment, Task 2, gives users the
task of selecting an object and translating it to a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with arbitrary
geometric objects that users can manipulate. These
VR environments have been used to run the

certain location. Specifically, there are 4 objects in
a line (objects in front block objects in the back)
and the user must translate only the object in the

following experiments derived from conventional
3D object docking task in human computer

back. We collect execution time and work for

interaction research [11].

using triple tap and not using triple tap (2 classes
of data). This experiment is designed to emphasize

Two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with users
to test the execution time and work done with
object manipulation tasks to compare differ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e of triple tap and not
using triple tap. We expect to see faster times and
positive evaluations for using triple tap over regular

configurations of the interaction method. The
configurations were varied whether they use tilt
motion or up-and-down motion for scaling and

translation in this experiment.
The qualitative questionnaires about the different
object manipulation methods are collected in the

whether they use triple tap functionality or not.
From these trials, the user’s execution time and
work done of the task is recorded. The “work” is

form of verbal comments and 1-5 scale ratings for
each method (drag-and-drop translation, triple
tap, up-down scaling, head tilt scaling). The user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degrees rotated in
total by the user. The value of work itself is derived
from differences in quaternion component values of

offers information such as how comfortable,
natural, or intuitive the mechanisms felt, with 1

every frame.

being the least comfortable/effective and 5 being
the most essential for interaction.
4.2 Results
In our pilot study, 7 users had been tested for
Task 1 with 16 trials per person and 4 users for
Task 2 with 4 trials per person.

Figure 3 Task 1: object docking process

The first experiment, Task 1, gives users the task
of translating three pre-defined objects to a certain
location and translating them to a cert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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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d Figure 5 show the graphs from the
data for each task, and a graph plotting the 1 to 5

as Triple Tap ratings were about half a point lower
than for regular selection without triple tap. User

ratings

comments suggested that since there were only 3

from

the

users

evaluating

each

configuration, respectively.

objects to be manipulated, use of triple tap was
unnecessary. This tells us that pure drag-and-drop
selection was more natural and faster for users.
When analyzing Task 1 based on the use of head
tilt versus up-down motion for scaling, use of head
tilt takes less time but more work than up-down
motion. Most users reported that the motion
required for head tilt is uncomfortable and that
up-down scaling is more usable.
5.2 Task 2

Figure 4 Box plot of work done and time taken for Task 1

For task 2, the time taken using Triple Tap is
slightly lower compared to not using Triple Tap. It
is apparent from Figure 5 that the work taken is
significantly reduced when using Triple Tap. It is
worth noting that users in Task 2 were only given
2 trials for each control. If a greater number of
trials or practice time is given as well as a greater
number of objects to be manipulated, it is believed
that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riple Tap and no
Triple Tap would be more emphasized (with use of

Figure 5 Box plot of work done and time taken for Task 2

triple tap being faster). For task 2, it seems that the
Triple Tap utility reaps its benefits when the given

User Ratings for functions
4.5

task requires only certain objects to be manipulated

4

unlike all objects like in Task 1.

Rating (1 to 5)

3.5
3

6. Conclusion

2.5
2
1.5

Depending on the type of task given, users favored

1

different types of control schemes. If there are few

0.5
0

Drag-and-drop
translation

Triple Tap

Updown

objects to be manipulated such as in Task #1,
intuitive motions such as Naïve selection and up-

HeadTilt

Figure 6 Bar graph of ratings for each function

down scaling were preferred and gave faster

5. Discussion

execution times. Reviews of the head tilt
functionality suggest that such a plane of motion is

5.1 Task 1

uncomfortable. Users have also expressed that the
triple tap functionality is helpful for certain types of
tasks. If there are many objects in a scene with only

We analyze Figure 4 based on comparing No
Triple and Triple trials. On average, tasks where

certain objects needing to be manipulated, the

users were to use Triple Tap for selection took
longer than those when users did not. Figure 4 also

triple tap utility is evaluated positively by users. In
the future, a better designed experiment can help to

tells us that using Triple Tap took more work than

emphasize the difference triple tap provides in time

when not using Triple Tap. From these results, it
seems that use of Triple Tap in Task 1 proved to be

and work efficiency.

an inconvenience rather than an aid in interaction.

Overall,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user ratings in Figure 6

the

GaZekewer

provides

sufficient

functionality for such object manipulation task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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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despite the limited types of input. We have
explored the use of different types of user

object manipulation with mid-air interaction.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movement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 ACM

that

are

possible

with

Google

Cardboard such as drag-and-drop translation,
triple tap selection, up-down scaling, and head tilt

(2012), 1297-1306.
9. Kim, T. and Park, J. 3D object manipulation
using virtual handles with a grabbing metaphor.

scaling. As a result, the GaZekewer shows promise
for tasks that may require more advanced controls

IEEE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34.3

and input.

(2014), 30-38.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10. Tanriverdi, V. and Jacob, R.J. Interacting with
eye movements in virtual environments. In

MIST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under the
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SW (No.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00), 265-272.

2016-0-00018) supervised by the IITP (Institute

11. Zhai, S. and Milgram, P. Quantifying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coordination in multiple DOF movement and its

Reference

application to evaluating 6 DOF input device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1. Lee, K. Augmented reality in education and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training. TechTrends, 56.2 (2012), 13-21.

(1998), 320-327.

2. Muhanna, M.A. Virtual reality and the CAVE:
Taxonomy, interaction challenges and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King Saud University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27.3
(2015), 344-361.
3. Hasan, M.S. and Yu, H. Innovative
developments in HCI and future tr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ation and
Computing, 14(1) (2017), 10-20.
4. Fabola, A., Miller, A., and Fawcett, R.
Exploring the past with Google Cardboard. In
Digital Heritage Vol. 1, IEEE (2015), 277-284.
5. Butcher, P.W., Roberts, J.C., and Ritsos, P.D.
Immersive Analytics with WebVR and Google
Cardboard. Posters of IEEE VIS (2016).
6. Yoo, S. and Parker, C. Controller-less
interaction methods for Google cardboard.
Proceedings of the 3rd ACM Symposium on
Spatial User Interaction (2015), 127-127.
7. Bowman, D.A., McMahan, R.P., and Ragan,
E.D. Questioning naturalism in 3D user
interface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9
(2012), 78-88.
8. Song, P., Goh, W.B., Hutama, W., Fu, C.W.,
and Liu, X. A handle bar metaphor for virtual

- 288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대화기반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의 현존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sence of Speech based Asymmetric VR Content
박원준
Wonjun Park

박성준
Seongjun Park

허하영
Hayoung Heo

부산가톨릭대 소프트웨어학과

부산가톨릭대 소프트웨어학과

부산가톨릭대 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Software,

Dept. of Software,

Dept. of Software,

Catholic Univ. of Pusan
phs6048@nate.com

Catholic Univ. of Pusan
zm0nn@naver.com

Catholic Univ. of Pusan
hayoung6177@hanmail.net

정서원
Seowon Jung

김진모
Jinmo Kim

안드로메다 스튜디오

부산가톨릭대 소프트웨어학과

Andromeda Studio

Dept. of Software,

jsw@studioandro.com

Catholic Univ. of Pusan
jmkim11@cup.ac.kr

요약문

1. 서론

본 연구는 HMD 사용자 한 명을 중심으로 동작하는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오감을

몰입형 가상현실 콘텐츠와 HMD 사용자와 Non-

통해 가상의 환경을 체험하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고,

HMD 사용자가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여 함께

누구와 함께 있으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행동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하며 협력
또는 경쟁하는 비대칭 가상현실 (asymmetric VR)

경험을 마치 실제처럼 느끼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현존감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현존감을 비교, 분석한다. GUI(graphical

가상 세계에 사용자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user interface)와 오디오 파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콘텐츠와 Non-HMD 사용자와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몰입감은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의 현존감을 더욱 실제처럼 불러 일으킬 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는 비대칭

있는 기술로 설명할 수 있다[1]. 이와 관련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사이의 현존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1 인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와

3D 모니터, 멀티 프로젝터에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입체적으로 전송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때 제작하는

까지 시각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연구는 물론 가상의

콘텐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HMD 사용자가 장애인 역할이 되고, 주변

넓은 지형을 체험할 때 공간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운드 기술을 통해 청각을 만족시키거나, 손과 발을

일반인의 역할을 GUI, 오디오 또는 Non-HMD

직접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물체와의 물리적 반응을

사용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각각 나누어 설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MD 사용자가 Non-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3].
대부분의 가상현실 콘텐츠는 HMD 를 착용하는

HMD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용자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제작되고 있다.

체험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몰입감 높은
경험을 통해 사실적인 현존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하지만 최근 들어 HMD 사용자와 Non-HMD
사용자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가상 환경을 체험하는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의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고

실험을 진행한다.

있다. 이러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는 HMD 를
착용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가상 환경에 참여

주제어

시킴으로써 경험과 활동의 폭을 넓혀주며 이와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 가상 협업 환경, 현존감

관련된 연구들로 가상 협업 환경 (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s)에서의 HMD 사용자와 NonHMD 사용자간의 물리적 상호작용 설계,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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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유무에 따른 사용자의 체험 환경, 현존감의 차이

공간에서 HMD 사용자와 Non-HMD 사용자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4].

각자의 역할에 맞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통해

본 연구는 1 인 HMD 사용자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더욱 가상 환경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와

기존의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구조가 반영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가 1 인 체험형

참여의 폭, 역할, 경험 등을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를

콘텐츠와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높은 현존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존감을 비교하는 실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진행한다. 여기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HMD 사용자와 Non-HMD

3.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

사용자 사이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사용자들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가 HMD 사용자 중심의 1 인 체험형

2. 관련연구

가상현실 콘텐츠와 비교하여 높은 몰입을 통한
사실적 현존감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콘텐츠를 1 인 체험형과 비대칭형으로

사용자의 오감을 기반으로 몰입감 높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연구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나누어 제작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콘텐츠의 목적과

진행되고 있다. HTC Vive, Oculus Rift 와 같은

조작 방식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HMD 의 대중화를 통하여 가상 환경의 시각 정보를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전송함은 물론 청각에 대한

부재와 일반인들의 인식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HTC

현존감을 높이기 위한 사운드 처리 방법, 손과

Vive HMD 와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휠체어를
이동하는 느낌을 실제와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캡쳐하여 가상환경에
반영하거나 사용자의 걷기 움직임을 감지하여 넓은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다음은 콘텐츠의 흐름을 정의한다. 그림 1 은 이를

등의

나타낸 것으로 콘텐츠가 시작하면 HMD 사용자는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상황과 함께

관절기반의 모션 플랫폼에 대한 연구,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반응을 사용자의 손, 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전철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으로 직접 피드백하여 사용자의 몰입을 높이는

상황을 인지한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3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햅틱 시스템 등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의 오감을
실제와 같이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폭넓게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 두

이루어지고 있다[2,3,5]. 대부분의 연구들은 HMD 를

번째는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존재하는 전철역에
도달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

착용한 1 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높은 몰입을 통해
실제와 같은 현존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철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한 사람이 중심이

이동하였지만

일반인들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서 양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되는 것 외에도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여 함께
행동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받을 수도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상 협업 환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하는 콘텐츠의 핵심이다.

연구들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가상 협업 환경은 분산 가상현실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로 다중 사용자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후 관련 기술과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험환경이나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다중 사용자간의
공동의 경험이나 높은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4].
최근 Blue Effect VR, Containment Initiative 등과
같은 비대칭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그림 1 제안하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구성과 흐름

출시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동일한

- 290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이러한 콘텐츠의 흐름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1 인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는 GUI 와 오디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장애인의
역할이 된 HMD 사용자를 향하여 부정적 대화를

소스를 활용하여 정보와 대화를 전달하고, 그림
2(b)의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는 모든 정보를 Non-

전달하는 방법을 GUI 와 오디오 파일을 활용하여

HMD 사용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제작하는 1 인 가상현실 콘텐츠와 Non-HMD
사용자가 일반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대칭 가상현실

다음은 제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는
사용자의 체험환경 구성이다. 본 연구는 가로 4m,

콘텐츠로 나누어 설계한다.

세로 4m 크기의 공간을 구성하고, 1 인 체험형

제안하는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의 경우 NonHMD 사용자가 HMD 사용자 주변에 서서 직접

콘텐츠는 HMD 사용자 한 명만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는 HMD 사용자와 두 명의 Non-HMD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보다 실제와 같은

사용자가 함께 진행한다. 이때 HMD 사용자는 방향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화기반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가 GUI 와 오디오 파일을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전의자에 앉아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바퀴를 돌리는 동작을 취하면 이를

활용한 기존의 콘텐츠와 비교하였을 때, 현존감에

인식하여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3 은 본

있어서 향상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나아가 실제와 같은 현존감을 통해 비대칭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험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가상현실 콘텐츠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4. 실험 및 분석
1 인 체험형과 비대칭형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과 체험 환경은 Unity 3D 5.6.3 에
SteamVR 플러그 인을 통합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구축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PC 는
Intel Core i7-6700, 16GB RAM, Geforce 1080
GPU 를 탑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HMD 와 입력 컨트롤러는 HTC Vive 를 활용하였다.

그림 3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환경 구성: (a) 1 인 체험형
환경, (b) 비대칭 체험 환경

마지막으로 1 인 체험형 콘텐츠와 비교하여 대화를
기반으로 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가 높은 몰입을
통해 더 나은 현존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실험을 진행한다. 우선 설문 참가자는 22~35 세
사이의 총 12(남: 7, 여: 5)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는 1 인 체험형, 비대칭형 콘텐츠를 모두

그림 2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결과: (a) 1 인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 (b)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하고 각각에 대한 설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현존감 설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Witmer et al.[6]가 제안한 현존감

그림 2 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가상현실 콘텐츠의
주요

장면들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콘텐츠가

설문지를

시작하면 HMD 사용자의 임무를 설명하고, 제시한
상황을 순서대로 경험하게 된다. 이때 그림 2(a)의

활용하였다.

현존감

설문지는

햅틱을

제외한 총 22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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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 에서 7 사이의 값을 기록한다. 이때 값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집중과 몰입을 더욱 높여준다는

클수록 질문 문항에 대한 현존감이 높게 기록되는
것이다. 그림 4 는 1 인칭 가상현실 콘텐츠와 비대칭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의 경우 다중 사용자가 체험 공간에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의 현존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존재하고 행동해야 하는 만큼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사용자가 높은 현존감을 나타냄을 확인할

체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수 있다(M: 5.25, 5.93, SD: 0.70, 0.44). 즉, HMD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며, 넓은 가상공간에 사용자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가상환경에서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더욱 실제와

집중과 몰입을 하여 현존감을 느껴야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같이 느꼈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의사소통이

가상환경에서 사용자가 콘텐츠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지 여부를 묻는 문항과 음성과 관련된 현존감

활용한다면 사용자들에게 높은 현존감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

가능한

비대칭

가상현실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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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컴포지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하드웨어에서는 부분 업데이트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SW 로 범용 부분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레임의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효율적 컴포지터의 기능 구현을 위해 이미지 비교 기법들의
수행 시간 및 신뢰도를 측정하고 그 기반으로 향상된 수행
속도와 신뢰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범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레임의
어느 부분이 업데이트되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로 타일 기반 이미지 비교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고해상도에서 향상된 수행 속도와
100%의 신뢰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이미지 비교
방법을 제시하여 효율적 컴포지터의 범용 솔루션 가능성을
보여준다.

2. 관련 연구: 이미지 비교 기법
본 장에서는 이미지의 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한다.
2.1 CRC-32(Cyclic Redundancy Check)

주제어

CRC 는 데이터 전송 시 전송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고해상도, 이미지 비교, 부분 업데이트

확인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이다. CRC-32 는 32 비트

1. 서 론
화면에 그래픽한 출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렌더링
된 프레임 결과를 컴포지터(compositor)로 보내고,
컴포지터는 전달받은 프레임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화면에 출력한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SurfaceFlinger 와 하드웨어 컴포저의 역할이다[1].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러한
컴포지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CRC 를 의미한다. 가환환(commutative ring)의
나눗셈에 기반하며, 데이터 스트링으로 주어진 다항식을
정해진 특정 다항식으로 나누어 그 나머지를 나타내는 특정
길이의 비트 스트링이 CRC 값이 된다. 이미지 비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송된 데이터가 거의 직렬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하드웨어적 계산 방식을 사용하며
소프트웨어적 계산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3].
ARM 의 TE(Transaction Elimination)의 경우 HW
CRC 를 사용하고 있다[4].
2.2 Adler-32

예를 들면, ARM 사는 스마트 컴포지션(Smart
Composition)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Adler-32 는 체크섬(checksum) 알고리즘이다. 16 비트

컴포지터에게 프레임을 전달하기 전에 이전 프레임과의

체크섬 A 와 B 를 계산한다. A 는 데이터 스트링의 각

변화를 분석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한 픽셀 정보만
컴포지터로 전달하게 되면 컴포지터로 전달되는 입력

바이트의 합 + 1 에 65521 로 나눈 나머지 값이고, B 는
A 가 스트링 바이트를 순차적으로 더할 때, 그 A 값들의

bandwidth

여러

합에 65521 로 나눈 나머지 값이다. Adler-32 비트

애플리케이션의 프레임들을 통합한 후 최종 화면에 출력될
프레임을 디스플레이 버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변경된

체크섬 값은 B 를 16 비트 왼쪽으로 쉬프트 한 후 A 와
더하면 구해진다. Adler-32 는 CRC-32 와 비교하여

부분에 대한 픽셀만 전달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5].

를

줄이게

되고,

컴포지터가

bandwidth 를 다시 한번 줄이게 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 50% 이상의 입력 bandwidth 를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2]. 이 기능은 하드웨어에
특화된 기능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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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erceptual Hash

전체 해상도 256ⅹ256 의 경우, 4ⅹ4 타일로 구성되며

Perceptual Hash 는 콘텐츠로부터 도출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워터마킹으로 알려져 있다. 해시들 간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유사성 검사에도 많이 사용된다[6].

카이제곱 히스토그램을 사용했을 때 0.011ms 으로 가장
빠르나 87.5%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100%의 신뢰도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Bhattacharrya 히스토그램과 Adler32 이다. 해상도 512ⅹ512 의 경우, 8ⅹ8 타일로
구성되며 Adler-32 를 적용했을 때 0.041ms 으로 가장

2.4 Image Histogram
이미지 히스토그램은 서로 다른 픽셀 강도 (intensity)의

빠르며 신뢰도 100%를 보여준다. HD 해상도는 16ⅹ16

빈도 분포를 보여준다. 이미지 유사성을 분석하는 데

타일로 구성되며 Adler-32 가 0.794ms 으로 가장 빠르며
신뢰도는 100%이다. 2K 부터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사용된다.
상관관계(Correlation),
카이제곱(ChiSquare), Bhattacharrya 히스토그램 등이 있다[7].

100%에 미치지 못하는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K 는
32ⅹ32 타일로 구성되며 Adler-32 경우 2.084ms 으로
99.8%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4K 의 경우 64ⅹ64 타일로

2.5 MSE(Mean Squared Error)
MSE 는 관측되지 않은 값의 추정을 위한 추정기
(estimator)의 평균 제곱 오차이다. 즉, 추정 값의 표준
오차이다. 이미지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8].

구성되며 Adler-32 가 5.27ms 으로 가장 빠르고
99.2%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해상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K 와 4K 의 수행 시간 및 신뢰도를 개선할

2.6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은 피크 신호 대 잡음비로 신호의 최대 가능한 전력과

필요가 있다.

손상된 잡음의 전력 간 비율이다. PSNR 은 압축된

4. 하이브리드 이미지 비교

이미지의
재구성
품질(화질
손실
정도)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신호의 전력에 대한 고려

본 논문에서는 2K 와 4K 의 이미지 비교를 위한 수행 시간

없이 MSE 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9].

개선과 신뢰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1 비교 절차

2.7 SSIM(Structural similarity)
SSIM 은 멀티미디어 파일의 지각된 품질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두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MSE 와 PSNR 의 개선된 기법이다. MSE 와 PSNR 는 절대
오류를 추정한다. 반면에 SSIM 은 이미지 저하를 구조

1~3 단계의 이미지 비교를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는 쿼드
트리 형태로 이미지 영역을 관리한다. 샘플링 적용을 통해
수행 시간을 개선하고 기존 기법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Adler-32 를 적용한다.

정보의 변화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휘도(luminance)

우선, Frame N+1 의 전체 이미지를 타일로 나눈다. 각

마스킹 및 대비(contrast) 마스킹을 비롯한 중요한 지각
현상을 통합하는 인식 기반 모델이다[9].

타일에서 이미지 픽셀을 8x8 로 샘플링 한다. 샘플링된
스트링에 Adler-32 를 적용한다(단계 1). Frame N 에서
대응되는 타일의 Adler-32 체크섬 값을 비교한다. 체크섬

3. 성능 테스트
본 장에서는 2 장에서 설명한 이미지 비교 기법들의 수행

값이 다르면 이미지 데이터가 다른 타일로 등록한다. 체크섬
값이 같으면, Adler-32 를 수행한다(단계 2). (3 단계의

시간과 신뢰도를 비교한다.

경우, 타일을 다시 4 영역으로 나누고 샘플링을 다시
수행한다.) 체크섬 값이 다르면 이미지 데이터가 다른
타일로 등록한다. 이미지 내의 전체 타일에 대해서 데이터가

3.1 테스트 환경
이미지를 nⅹn 개의 타일로 나누고, 각 타일 별로 2 장에서

다른 타일로 등록된 영역이 없으면 Frame N 과 Frame

설명한 이미지 비교 기법들을 적용하고, 대응되는 타일에
대해 이미지 유사성을 비교한다. 해상도별 수행 시간과

N+1 은 같은 이미지이다.

신뢰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각

타일의

4.2 측정 결과

크기는

64ⅹ64 이다. 테스트 환경은 인텔 Core i5-4590 CPU,
NVIDIA GeForce GR720, 4G 메모리는 갖는 우분투
14.04LTS 운영체제의 데스크탑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제품 해상도를 고려하여
HD 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HD, 2K, 4K 에서 가장 빠른
수행 시간과 신뢰도를 보여준 Adler-32 와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살펴본다. 표 1 은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표 2 는

3.2 측정 결과
그림 1 은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그림 2 는 신뢰도를

신뢰도를 보여준다. 데이터는 1~2 단계의 비교를 수행한
결과이다.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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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상도에 따른 수행 시간 측정 결과

그림 2 해상도에 따른 신뢰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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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사실적인 털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한 텍스처
기반의 주변 폐색효과의 렌더링 방법을 제안한다. 미세
섬유 모델 기반의 사실적인 털 렌더링은 털간의
간섭으로 인한 간접 조명 계산의 부하로 실시간
렌더링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명시적인 털 모델
없이, 털의 사진으로부터 기하를 근사한다. 털의 기하는
텍스처의 음영으로부터 근사되고, 털의 렌더링은
근사된 기하로부터 주변 폐색을 계산하고, 이를
음영계산에

반영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실시간에

렌더링한다.

색 공간으로 변환하며, 변환된 텍스처의 밝기
값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정한다.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폐색 기법을 통해 간접 광원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렌더링에 반영함으로써, 실시간 성능을
달성하면서도 털 텍스처의 음영 효과를 강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털의 표현에 있어 접근 방법은 크게 털 자체의 표현 &
시뮬레이션과 표현된 털의 음영계산, 그리고 최적화 및
가속화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주제어

Kajiya[1]는 볼륨 밀도, 분포 등을 가진 texel 이라는
단위를 도입하여 털을 밀도를 가진 볼륨으로

실시간 렌더링, 주변 폐색, 털 렌더링

표현하였으며, 반사 함수를 사용해 texel 과 광선 간의
intersection 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한 음영계산을
제안하였다.

1. 서론

Lengyel[2]은 Kajiya 의 모델[1]을 실시간 렌더링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 영상물에서 컨텐츠의 표현은

최적화하기

중요한 요소이다. 널리 사용되는 컨텐츠인 동물이나
옷감 등의 표면에는 털과 같은 미세 섬유가 복잡하게

term 과 디테일 수준(LoD)을 도입해 계산 부하를
낮췄다. Lengyel[4]은 또한 실시간 렌더링을 위하여

얽혀있어, 표면을 사실감 있게 렌더링하기 위한 기법이

Shell 과 Pin 이라는 간단한 텍스처 구조를 도입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세 섬유를 모델링하고 음영

정점을 가진 털을 렌더링하는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효과를 적용하는 기법과,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합성하는 기법 등이 제안되었다.
표면의 미세 섬유에 의한 모든 음영을 계산하는 기법은,
미세 섬유 간의 간섭을 고려한 간접 조명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에 사실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계산의 부하량이 상당하여, 실시간
렌더링에 부적합하다. 또한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합성하는 기법은 영상 제작 및 물체에의 정합과 같은
수작업이 필요하며 제작 비용이 오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미지로부터 털의 기하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기하를 추정하기 위해 사진을 CIE L*a*b*

위하여

Banks[3]의

self-shadowing

Goldman[5]은 짧은 털의 경우 위 연구들과 같은 3D
기하 구조를 쓰지 않고도 간단한 텍스처에서 털의
기하를 계산하여 음영 계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3. 텍스처 기반 렌더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털 표면 텍스처에 대하여 밝기를
측정하고, 밝기를 사용해 높이 맵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높이 맵으로부터 주변
폐색 알고리즘을 활용, 깊이 값에 사용해 상호작용
가능한 텍스처 기반의 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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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커널 크기별 SSAO 효과

커널 크기 입력을 달리하여 SSAO 를 적용한 결과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커널 크기가 커지면 음영 효과는
강해지지만 렌더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커널 크기가 줄어들면 수행 성능은 개선되지만, 음영
효과의 입체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림 1 전체 알고리즘 개략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적당한 커널 크기를
설정하고, 샘플링을 불규칙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3.1 밝기 추정 기반 높이 맵 생성
미세 섬유에 의한 음영 표현을 위하여 먼저 털의
기하를 개략적으로 추정한다. 털의 이미지에서 높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높은 밝기를 갖는 털이 광원 효과를
많이 받는다는 가정 하에, 밝기를 기반으로 한 추정을
진행한다.
주어진 텍스처에서 밝기를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CIE L*a*b* 색 공간으로 변환한다. 이후 L*a*b* 중

SSAO 로 얻은 결과는 Phong reflectance model 에서
사용되는 간접 광원 효과에 대한 근사인 ambient
요소로 사용한다. 앞서 L* 채널에 흐림 효과를 주어
음영 효과를 제거한 것을 diffuse 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림

3

과

같이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밝기를 나타내는 L* 채널의 값만 추출해 높이 맵으로
사용한다.
3.2 음영 계산 적용
원래 이미지에는 이미 음영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음영 처리를 다시 진행하면 음영 효과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L*
채널에만 흐림 효과를 주어 음영 효과를 어느 정도
제거한다.
음영 효과를 주기 위하여 화면 공간 주변 폐색(SSAO)
기법[6]을 사용한다. 본래의 화면 공간 주변 폐색
기법에서는 깊이 값을 사용하여 주변 픽셀 점에서의
깊이를 샘플링한다. 그러나 모델의 기하 정보를
보존하면서도 털에 의한 기하 변화를 효과적으로

그림 3 Phong reflectance model 에서의 음영 효과 부여

표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깊이 값과 함께 높이
맵의 높이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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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렌더링 결과

4. 결과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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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연스러운

결과

제공을

위하여

4K

이상의

초고해상도 영상을 요구로 하고 있다. 해상도의

실시간 영상 효과 적용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픽셀

증가는 픽셀 기반 후처리 시의 연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후처리 기법 사용의 큰 목적인

기반 후처리 활용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 발달로 높아진 초고해상도
영상에서는 높아진 해상도로 발생하는 추가

실시간성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 특히 요구 해상도
증가량은 이전 해상도의 배수로 나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실시간 영상 효과 알고리즘들이

연산량으로 인해 기존 실시간 알고리즘을 통한 성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업스케일링 실험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에서 실시간

초고해상도

수준에서도

여전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고찰과 초고해상도에 적합한
새로운 실시간 알고리즘 연구는 필수적이다.

영상 효과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실험은 GPU 기반 후처리 알고리즘의 업스케일링으로
수행되며, 실험을 통해 업스케일링의 효용성을

본

논문에서는

GPU

기반

후처리

알고리즘의

업스케일링을 수행하여 고해상도 영상 효과 적용에
있어 업스케일링의 효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증하고 고해상도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업스케일링 적용 실험을 통해 고해상도
원본 대비 객관/주관적 품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업스케일링 활용 시 활용한 최적의 해상도

주제어

조합을

영상 효과, 고해상도, 후처리, 업스케일링

추정하는 기법으로, 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영상
스케일링을 수행할 수 있다. 보간법은 크게 비적응적

기반의 렌더링이 수행된다. 그러나 지오메트리
기반의 기법은 많은 연상량으로 인하여 저해상도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에서의

보간법(interpolation)은 주어진 샘플들 사이의 값을

고품질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geometry)

적용에

초고해상도

2. 관련 연구

일반적으로 블러, 렌즈 플레어 등의 영상 효과를

실시간

향후

업스케일링 기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서 론

에서도

제시하여

보간법(non-adaptive

이에

interpolation)과

적응적

보간법(adaptive interpolation)으로 나누어 진다.
비적응적 보간법은 모든 화소에 대하여 고정된

실시간성이 중요한 응용분야에서는 픽셀 기반의
후처리 기법(postprocessing)을 사용하여 높은 성능과

패턴으로 보간을 수행한다. 적응적 보간법은 인접

납득할만한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었다.

화소와의 특성을 계산하여 화소마다 매개변수를

최근에는 데스크탑, 모바일, 스마트 TV, VR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 발달로 많은 응용분야에서 선명하고

변화시켜 높은 품질의 보간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계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 300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기법으로 영상 효과를 적용한 후 업스케일을 적용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후처리 기법으로는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 모션 블러(motion
blur), 블룸(bloom) 효과가 있고 모두 GPU 에서
수행되고 있다.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는 GPU 셰이더상에서
x/y 축 각 방향으로 가우시안 함수 이용해 주변
픽셀의 값을 섞는다. 모션 블러(motion blur)는 이전
프레임의 물체 위치 값과 현재의 값을 이용해 속도
벡터의 값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블러를 만든다.
블룸(Bloom)은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부분 찾아 해당
부분에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주고 이를 원본

그림 1 인접 16 개 화소를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3 차회선 보간법 (bicubic interpolation).

이미지와

영상 스케일링에는 주로 비적응적 보간법이 활용된다.

섞는다.

업스케일링에는

3

차회선

보간법으로 인접 16 개 원본 화소 값과 거리에 따른
가중치 곱으로 보간 화소를 생성한다 (그림 1 참고).

그 중 최근접 이웃 보간법(nearest neighborhood
interpolation),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
양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은 구현이
간단하며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이지만, 경계선 부근의

이미지 품질 차이는 고해상도에서 렌더링 된 결과와
저해상도에서 업스케일된 결과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지표인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와

아티팩트(artifact)로 인한 품질 저하가 나타난다.
이에 좀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3 차 보간법인
비스플라인
보간법(b-spline
interpolation)이나

SSIM(structural similarity)를 통해 측정한다. 이를

3 차회선 보간법(bicubic interpolation)이 대표적으로

통해 고해상도에서 후처리 기법을 적용한 결과
이미지 대비 업스케일링 기반 후처리 적용 결과

사용된다 [1-4].

이미지의 품질 차이를 수치화 하고, 주관적인 품질

본 논문에서는 후처리 기법 적용 후 업스케일링 시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자 실험을 수행한다. 사용자
실험은 두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모니터로 보여주고,
이를 눈으로 비교하여, 고해상도 기반 결과 이미지에

성능과 품질 검증을 위한 실험을 데스크탑 환경에서
3 차회선 보간법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얼마나 동일하게 보이는지에 대한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후처리 기법 적용 후 업스케일링의
효용성 검증 실험

4.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후처리 기법을 적용한 후 업스케일링
수행 시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험 과정 및 환경을

그림 2 는 업스케일링 기반으로 수행된 후처리 기법의
이미지 품질 비교 결과이며, 성능 측정 결과는 그림

서술한다.

3 에 보인다.

구현 및 실험은 Intel Core i7, NVIDIA GeForce
GTX 980 Ti 의 플랫폼에서 OpenGL API 로

이미지 품질 측정 결과, 목표 해상도와 업샘플링에
사용된 해상도 간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객관/주관적
품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되었다. 성능 및 품질 측정을 위하여 4 개의
모델(Fishes scene, 54K Tri.; Flowers scene, 659K

또한 목표 해상도가 높을수록 업스케일링으로 인한

Tri.; Helicopter scene, 199K Tri.; Toys scene, 3.5K
Tri.)과 16:9 비율의 해상도 5 개(qHD, 960×540;
HD,

1280×720;

HD+,

1600×900;

이미지 품질 점수가 높게 났다. 이는 낮은 목표
해상도로 업스케일링 시, 보간 정보 정확도가 떨어져

FHD,

품질 저하가 더 강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품질 점수가

1920×1080; QHD, 2560×1440)를 사용하였다.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실험은 정량적인 품질 측정과 사용자 실험 두 가지를

가우시안 블러의 이미지 품질은 SSIM 0.924-0.826,

진행하였다. 실험의 대조군은 고해상도에서 렌더링한

PSNR 27-21dB 수준으로, 객관적 품질 점수가 다른

결과에 후처리 기법을 적용한 것과, 목적으로 하는
고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의 렌더링을 수행하고,

영상 효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주관적 품질 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90 점

다음으로 수행된 렌더링 결과 이미지에 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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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업스케일링 적용 유무에 따른 후처리 기법들(가우시안 블러, 모션 블러, 블룸)의 이미지 품질 비교 결과.

수준으로 다른 영상 효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고 해상도 렌더링을 수행하는

기록하는데, 이는 3 차회선 보간법의 업스케일링시에

것 보다 업스케일링 적용 결과들이 업스케일링

발생하는 경계 면의 블러 현상이 적용된 블러 효과와
어우러져 업스케일링으로 인한 품질 하락이 덜

부하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3b-d 에서는 업스케일링 수행 시

관찰되기 때문이다.

고해상도로

그림 3a 만을 보면 업스케일링만의 성능 부하를
영상

효과를

적용하지

높게

QHD 를 목표로 하는 경우, 각 효과별로 1.9-5.9 배,
1.5-3.7 배, 2.1-7.1 배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반면

후처리 기법을 적용 한 결과이다.
있다.

성능이

크기 때문이다.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고, 그림 3b-d 는

수

경우보다

나타난다. 이는 저해상도에서 후처리 기법 적용으로
얻어지는 성능 향상 정도가 업스케일링 부하보다

그림 3 은 성능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3a 는
업스케일링으로 인한 부하를 확인하기 위해 후처리

확인할

렌더링하는

HD 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1.2, 1.4, 1.7 배의

않고

미미한 성능 향상을 보인다. 즉 목표로 하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고해상도에서의 후처리 기법 적용 부하가

업스케일의 성능만 측정하였을 때 목표 해상도가
커짐에 따라 업스케일에 필요한 렌더링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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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업스케일링만 수행되었을 시의 성능(a)와 업스케일링 기반 후처리 기법 적용시의 성능 측정 결과 (b)-(c).

사사의 글

높아 업스케일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실험 결과, 목표로 하는 해상도보다 한 단계 낮은

의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대학

수준에서의 GPU 기반 후처리와 업스케일링 시,
원본에서의 후처리 기법 적용과 거의 동일한 이미지
품질을 보이면서도 150-200%의 상당한 성능 향상을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2012M3A6A3055695, 2015R1A2A2A01003783,
IITP-2017-2016-0-00312)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목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기에,
초고해상도의 경우 더 높은 품질 점수와 성능 향상을

참고 문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Altman, Naomi S. "An introduction to kernel and
nearest-neighbor nonparametric regression." The

5. 결론
본

American Statistician 46.3 (1992): 175-185.

논문에서는

픽셀

기반

후처리

알고리즘의

2.Parker, J. Anthony, Robert V. Kenyon, and

업스케일링 실험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에서의 실시간

Donald E. Troxel. "Comparison of interpolating
methods
for
image
resampling."
IEEE

영상 효과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실험
결과, 목표로 하는 해상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2.1 (1983): 31-

해상도에서 업스케일링 시 상당한 성능 향상과 함께

39.

유사한 이미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목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3.Unser, Michael. "Splines: A perfect fit for signal
and image processing." IEEE Signal processing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고해상도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실험은

업스케일링

magazine 16.6 (1999): 22-38.

연구에

4.Keys, Robert. "Cubic convolution interpolation
대중적인

for digital image processing." IEEE transactions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29.6

데스크탑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수준에서 시행되었지만, 향후
연구로 UHD 이상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

(1981): 1153-1160.

효용성 검증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 303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FEA 소프트웨어를 위한 Geometry Shader 를 이용한 비선형 보간 기법
Nonlinear Interpolation Method using Geometry Shader for FEA Software
허연진
Yeon-Jin Heo

김범준
Beom-Jun Kim

신병석
Byeong-Seok Shin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Computer Engineering,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Computer Engineering,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ept. Computer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HA University

INHA University

yunjin3693@naver.com

kingpig9034@gmail.com

bsshin@inha.ac.kr

요약

데이터는 정점에서만 저장되므로 가시화 단계에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s

정점과 정점 사이, 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작용하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보간이 필수적이다.

analysis) 소프트웨어에서는 기하모델의 각 정점에
작용하는 응력, 열. 강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계산하고
저장한다. 그러나 기하모델의 정점들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정점에 주어진 데이터 만을 이용하여 물체
전체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값을
보간(Interpolation)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hader 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형 보간을 지원하지만 선형
보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간하기 때문에
보간된 데이터가 부드럽지 못하고 경계선이 생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하

셰이더(Geometry

shader)를

이용하여 Shader 의 선형 보간을 비선형 보간(Nonlinear
interpolation)으로 바꾸어 선형 보간을 사용했을 때보다
데이터를 더 부드럽게 보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그림 1. 선형보간 결과(왼쪽) / 등고선도를 생성한 결과(오른쪽)

하지만 Shader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단순한 선형
보간을 사용하면 삼각형의 경계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폴리곤의 정점만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간하기 때문에 보간되는 데이터가 부드럽지
못하고 그림 1 의 왼쪽처럼 폴리곤의 경계선이
두드러진다. 특히 등고선을 생성했을 경우, 그림 1 의
오른쪽 같이 외곽선이 각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Vertex shader 와 Fragment shader 는 각각 현재

영상처리, 기하 셰이더, 보간

정점과 픽셀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주변 정점 및

1. 서 론

픽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두 Shader 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별도의 보간 알고리즘을 수행하기가

최근 설계 및 제조 공정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FEA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FEA 소프트웨어
에서는 실제로 제작될 제품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품을
2D 혹은 3D 로 모델링하고 생성된 모델의 각 정점 혹은

어렵다. 반면, Geometry shader 는 Primitive 단위의
연산을 수행하므로 Primitive 에 담긴 정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점을 추가할 수도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Geometry shader 를 이용하여 Shader 의

폴리곤에 작용하는 응력, 열 등의 데이터를 계산한다.

선형 보간을 비선형 보간법으로 변환하여, 보간된

그리고 제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된 데이터를 가시화(Visualize)하게 된다.

데이터로 등고선을 생성하였을 때 부드러운 외곽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정점의 Intensity 의

특히 사용자가 계산된 데이터를 색상값으로 바꾸어 한

비를 이용한 간단한 분할 방법을 통해 보간 결과의 향상

눈에 볼 수 있도록 등고선도(Contour plot)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를 확인하였다.

기하모델 전체에 등고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체

Shader 에서는 선형 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의

전체에서 값이 계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계산된

2. 보간 알고리즘
폴리곤을 구성하는 정점들의 색상값만을 가지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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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 내부의 색상값을 보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색조(Grayscale)로 표현하였다. 색상값은 RGBA 로

메시(Mesh)를 구성하는 폴리곤의 개수가 많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

표현되기 때문에 RGB 의 세 채널에 Intensity 값을
넣었으며 알파값에는 1.0 을 입력하였다. 정점과 정점

전체 표면의 색상값이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사이의 보간에는 기본 설정대로 선형 보간 옵션을

그러므로 폴리곤을 분할할 수 있다면 전체 메시를
구성하는 폴리곤의 개수를 늘릴 수 있으며 보간의

사용하였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폴리곤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Geometry shader 를
사용한다. Geometry shader 에서는 EmitVertex() 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의 Primitive 에 정점을
추가할 수 있다. 정점을 다 추가했다면 EndPrimitive()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Primitive 에 대한 연산을
종료한다. 현재 Primitive 의 정점들은 triangle_strip,
line_strip, points 의 세 가지 옵션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폴리곤을 분할할 것이기 때문에,
triangle_strip 옵션을 이용하여 삼각형이 Triangle strip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정점을 추가해준 후 출력해
주면 폴리곤을 분할할 수 있다.

3. 분할 알고리즘

그림 3. Intensity 에 따른 RGB 값 변화 (Pseudo Color)
Fragment shader 에서는 Geometry shader 에서 넘어온
각 픽셀의 색을 결정한다. 픽셀의 색상은 Intensity 값을
이용하여 Pseudo color 로 표현하였다. RGB 값은
정점의 Intensity 의 범위를 0.0 부터 1.0 으로 두었을 때
그림 3 과 같이 변화한다. RGB 각 채널의 값의 식은
다음과 같다.
0 ( 0 ≤ 𝑥 ≤ 0.25)
r(x) = { sin(2𝜋𝑥) + 1
−
(0.25 < 𝑥 ≤ 1)
2

그림 2. 폴리곤의 분할

g(x) = −

본 논문에서는 정점의 Intensity 값의 비율을 이용하여
폴리곤을 분할하여 보간 결과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b(x) = {−

Vertex shader 는 Geometry shader 가 삼각형 단위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정점을 넘겨준다. 정점 정보에는

cos(2𝜋𝑥) + 1
( 0 ≤ 𝑥 ≤ 1)
2

sin(2𝜋𝑥) + 1
( 0 ≤ 𝑥 ≤ 0.75)
2
0 (0.75 < 𝑥 ≤ 1)

정점의 위치와 0 부터 1 까지의 Intensity 가 포함된다.

4. 실험 결과

Geometry shader 는 강한 Intensity 를 가진 정점의

이 논문에서는 OpenGL 을 사용하여 실험을 구현하였다.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삼각형을 분할할 정점을
추가한다. 그림 2 과 같이 삼각형의 정점을 2 개씩
선택하여 삼각형을 분할할 정점을 3 개 추가한다. 추가할
정점 V의 위치가 Intensity 가 큰 정점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V(x, y, z) = (

𝑥1 𝐼2 + 𝑥2 𝐼1 𝑦1 𝐼2 + 𝑦2 𝐼1 𝑧1 𝐼2 + 𝑧2 𝐼1
,
,
)
𝐼1 +𝐼2
𝐼1 +𝐼2
𝐼1 +𝐼2

𝑃𝑖 = (𝑥𝑖 , 𝑦𝑖 , 𝑧𝑖 )는 선택된 두 개의 점의 좌표이고 𝐼𝑖 는 점
𝑃𝑖 의 Intensity 이다. 두 점의 Intensity 의 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점을 생성하고 새로운 정점의 Intensity 는
선택된 두 점의 Intensity 의 평균값이 된다.

그림 4. 분할된 삼각형의 와이어 프레임 (왼쪽 : 중점 분할 /
오른쪽 : Intensity 의 비를 이용)

실험에는 8 개의 삼각형을 이어 만든 사각형의 각 정점에
임의로 Intensity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각 폴리곤을 1 회만 분할하여 실험하였다.

위에서 구해진 위치에 정점을 추가하고 Intensity 를
보간할 수 있도록 각 정점의 Intensity 를

1 회당 한 폴리곤을 4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므로,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총 32 개의 삼각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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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다. 그림 4 의 왼쪽은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5. 결론

이용하여 폴리곤을 분할한 결과의 와이어프레임이고,
오른쪽은 위에서 제안한 Intensity 의 비를 이용한 결과의

OpenGL 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선형 보간법 만을

와이어프레임이다.

적용한 결과보다 Geometry shader 를 사용하였을 때
보간된 데이터가 더욱 적절하게 분포되었고 외곽선이
부드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Intensity 의 비를 이용한 단순한 방법으로만
폴리곤을 1 회만 분할하였기에 여전히 삼각형의
외곽선이 남아있다.
그러나 폴리곤을 분할할 때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방식에 따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그림 5. 제안한 방법의 결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1 의 선형 보간된 결과에
비해 그림 5 의 Geometry shader 를 이용한 결과물이
사각형 중간의 높은 Intensity(빨간색)의 영향을 크게
받아 더욱 방사형으로 표현되었다. 등고선도의 외곽선
또한 선형 보간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부드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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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그대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환경에서 가상 아바타에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10] 이전 연구들은
가상의 신체화와 가상의 신체 소유감이 주는 지각적,

대한 신체 소유감의 착각 (Body ownership illusion)을
만들어 내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이러한 가상 신체화 (irtual embodiment)는
자아 (self)와 관련된 지각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정서적 효과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 신체화의
정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 아바타에 형성된
신체소유감의 강도와 가상 아바타의 표정이 신체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가상

아바타를

행동적, 인지적 영향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였다.[7-9]
특히, Ehrsson 등은 정서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
신체 소유감에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4]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 아바타에
대한 신체 소유감을 경험하는 것의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들은 가상의 신체에 대한 신체 소유감에 대한

소유감에 주는 효과와, 그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객관적인 척도의 하나로 생리 반응에 의한 정서 변화의

조사했다. 그 결과 움직임 일치(Sync) 조건에서 강한
신체 소유감이 유도되었고 연구 1 과 2 모두에서

측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피험자가 가상의 신체에 대해
신체 소유감을 갖게 되었을 때, 가상의 신체에

움직임 일치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더 높은 정서가를

인지적으로 위협적인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했다. 연구 2 의 결과는 신체 소유감이 형성된 가상
아바타의 표정이 피험자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강렬한 정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매우 위협적인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상을

실험에 사용하였다.[4,5] 그러나 Ma 등의 연구에서는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상현실 치료 기법 개발에

가상의 신체에 신체 소유감이 약하게 유도되었을
경우에도 위협적 자극이 충분히 강렬하면 피험자의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반응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임으로, 생리적

주제어
Virtual

embodiment,

body

ownership

illusion,

지표들에 의해 측정된 정서적 반응이 위협적인 자극에
의한 것인지 또는 가상의 신체에 대한 신체 소유감에

motion-capture, emotion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 하였다. [5]

1. 서 론

Ma 등의 연구에서는, 가상 얼굴에 대한 신체 소유감의
착각에 의한 정서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피험자가

1.1 개요

자신의 얼굴 움직임과 동기화된 가상 얼굴의 움직임을

신체 소유감이란 신체가 “내 것”이라는 감각이다.
고무손에 대한 신체 소유감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제어 할 수 있을 때, 가상 얼굴에 대한 신체 소유감의
착각을 가지게 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피험자들이

가능하다는 고무손 착각 (Rubber hand Illusion)
현상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에, 여러 연구들은

신체 소유감을 형성한 가상의 얼굴에 드러나는 정서를

전신과 관련된 신체 소유감의 착각을 일으키는 데에

자신의 정서로 인식하게 됨을 보였다.[6] 그러나,
전신에 대해 형성된 신체 소유감의 착각과 정서적

유사한 실험 기법을 적용하였다.[1,3] 가상 현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피험자들은 일인칭 시점으로 가상의

반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1.2 연구의 목적

공간에 체화된 가상의 아바타를 직접 내려 보거나 가상
거울에 반사된 아바타를 볼 수 있게 되었다.[10] 또한,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하여 피험자가 움직이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아바타 신체에 대한 신체
소유감의 착각에 의한 정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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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이 가상의 아바타를 일인칭
시점으로 경험하게 하여 가상의 아바타 전신에 대한

몸처럼 느껴졌다, BOIQ2: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몸처럼 느껴졌다, BOIQ3: 내가 몸을 움직일 때 가상

신체 소유감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또, 피험자들이

몸이 내 몸처럼 움직였다.

가지는 신체 소유감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피험자의
몸의 움직임과 가상 아바타의 움직임의 일치 수준을

SAM (Self-Assessment Manikin)

조절하였다. 이에 따라 피험자들이 갖게 된 신체

가상 체험에 대한 정서 반응은 2 차원 정동 공간의 측정

소유감의 정도와 정서반응을 측정하였다

도구인 SAM 의 각성(arousal) 및 정서가(valence) 의
척도에 따라 응답했다.[2].

2. 실험 1

2.5 실험 절차

2.1 피험자
총 15 명(남자 12, 평균 나이=22.2 세)의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 모집에 앞서, 실험을 위한
프로토콜이 IRB 승인을 통과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 사전 설문지를 작성했다. 사전 설문지에는
성별, 연령 및 SAM 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전 설문이 완료된 후에 피험자들은 실험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움직임의 예시로서 간단한 동작을 보여주는

2.2 가상환경
가상환경은 Unity 로 구현 되었다. 피험자들은 Oculus
Rift DK2 head-mounted display(HMD)를 통해
구현된 가상 환경을 체험하였다. 이 HMD 에는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상환경 체험에 반영할 수 있다. 피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 소유감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Optitrack Flex13
motion-capture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적외선
카메라 6 대와 37 개의 마커, 마커 부착을 위한 수트로

영상물을 보았다. 그런 다음 모션 캡쳐 수트와
HMD 를 착용하고 연습 세션을 수행했다. 본 실험에서,
Sync

또는

움직이면서

Async
거울

조건에서
속

가상

피험자들은
아바타의

계속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각 조건은 5 분 동안 지속되었다. 각
조건을 완료한 피험자들은 HMD 를 제거하고 사후
설문지를 완성했다. 전체 과정은 약 35 분 동안
지속되었다.
2.6 실험 결과

구성되었다. 가상 환경으로는 가상의 방을 구현 했다.
피험자는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일인칭 시점으로
가상의 방을 둘러볼 수 있었다. 가상의 아바타는

실험 1 의 모든 데이터는 SPS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아바타와 여자 아바타로 각각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다. 측정한 종속 변인들에 대해
움직임의 일치/불일치 조건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가상

구현되어 피험자의 성별과 일치하도록 제공했다.

종속 변인인 BOIQ 설문과 SAM 결과에 대한 15 명의

아바타와의 움직임의 일치 여부를 개체 내 요인으로

2.3 실험 조건
본 실험은 신체 소유감의 수준을 다르게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고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바타와의 움직임 일치 수준을 2 개의 조건으로 (Sync

BOIQ 결과

vs. Async) 나누고 그룹 내 비교 실험으로 계획하였다.
각 피험자가 체험하는 움직임 일치 수준의 순서는 전부

가상의 몸에 대한 신체소유감의 착각이 유도되었는지

counter balancing 하였다. Sync 조건에서는 모션 캡쳐
장비를 적용하여 피험자의 실제 움직임이 가상
아바타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었다. Async
조건에서는 가상 아바타의 움직임이 피험자의 실제
움직임과는 상관없는 미리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구현되었다.

측정하는 문항인 1- 3 번 문항에서 움직임 일치/불일치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BOIQ1: F (1,
14) = 35.951, p < .001, and ηp2 = .720; BOIQ2: F
(1, 14) = 33.397, p < .001, and ηp2 = .705; BOIQ3:
F (1, 14) = 39.051, p < .001, and ηp2 = .736) 즉,
피험자들은

가상의

아바타와

피험자의

움직임이

일치되는 조건에서 신체 소유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종속 변인
Body Ownership Illusion Questionnaire(BOIQ)

SAM 결과

가상현실 체험에 대한 사후 설문지는 3 개의 7 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각 실험 조건에 대한 정서 반응의 변화된 정도에
대해서 그림 1 에 표시했다. 각 실험 조건에 대한 각성

BOIQ1: 내 가상의 몸을 내려다볼 때 가상의 몸이 내

상태의 변화된 정도는 움직임 일치/불일치 조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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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5) 정서가의
변화에 있어서는 움직임 일치/불일치 조건 사이에

문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BOIQ4: 거울을 통해
아바타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BOIQ5: 아바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 (1, 14) = 12.894, p

표정이 내 표정처럼 느껴졌다. 사후 설문지는 각 움직임

< .005, and ηp2 = .479) 즉, 피험자들은 가상의
아바타와 피험자의 움직임이 일치되는 조건에서

동기화 조건을 체험한 이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SAM 에 의한 정서 반응은 각 얼굴 표정을 경험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후에 측정 하였다.

나타났다. 반면에, 아바타와 피험자의 움직임이
불일치했던 조건에서는 실험 전에 비해서 부정적인

3.5 실험 절차
모든 실험 절차는 실험 1 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전체

방향으로 변화된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과정은 약 45 분 동안 지속되었다.
3.6 실험 결과
종속 변인인 BOIQ 설문과 SAM 결과에 대해서
18 명의 응답을 결과 분석에 사용했다. 측정한 종속
변인들에 대해 움직임의 일치/불일치 조건의 효과 및
아바타의 얼굴 표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가상
아바타와의 움직임의 일치 여부 및 얼굴 표정을 개체
내 요인으로 설정하고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BOIQ 결과
가상의 몸에 대한 신체 소유감에 대해 측정하는 문항인
1, 2, 3 번 문항에서 움직임 일치/불일치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BOIQ1: F (1, 17) =
6.231, p < .05, and ηp2 = .268; BOIQ2: F (1, 17) =
그림 1 가상 아바타와의 움직임 동기화 조건 (Sync vs.
Async)에 따른 정서 반응의 결과

11.399, p < .005, and ηp2 = .401; BOIQ3: F (1, 17)
= 14.434, p < .005, and ηp2 = .459) 즉, 피험자들은
얼굴 표정이 변화하는 아바타에 대해 신체 소유감이

3. 실험 2

형성된 경우에도, 가상의 아바타와 피험자의 움직임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신체 소유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3.1 피험자

경향이 나타났다. 아바타의 얼굴 표정 인식에 관한 4 번

총 18 명 (남자 13, 평균 나이=24.7 세)의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문항에서는 움직임 일치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얼굴 표정에 드러난 정서의 영향에
대한 응답을 측정한 5 번 문항에서는 움직임 일치

3.2 가상환경

여부에 의한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BOIQ4: F (1,
17) = .386, p = .542, and ηp2 = .022; BOIQ5: F (1,

가상환경은 실험 1 의 환경과 동일했다.

17) = 5.247, p < .05, and ηp2 = .236)

3.3 실험 조건
움직임 일치 수준에 따른 2 조건 (Sync vs. Async),

SAM 결과

가상 아바타의 얼굴 표정에 따른 3 개의 조건으로
(neutral, happy, angry) 나누어 그룹 내 비교 실험으로

각성 상태의 변화된 정도는 움직임 일치/불일치 조건

계획 했다. 피험자가 체험하는 움직임 일치 수준의
순서는 모두 counter balancing 했다. 각 움직임
조건에서 피험자가 경험하는 가상 아바타의 얼굴
표정의 순서도 모두 counter balancing 했다

사이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 >.05)
아바타의 얼굴 표정에 의한 주효과 및 움직임
일치/불일치 조건과 얼굴 표정간에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ps >.05) 각 실험 조건에 대한
정서가의 반응에서 변화된 정도를 그림 2 에 표시했다.
정서가 응답의 변화에 있어서는 움직임 일치/불일치

3.4 종속 변인
가상 체험에 대한 사후 설문지는 실험 1 에서 사용한
3 개의 문항 외에 얼굴 표정에 대한 2 개의 7 점 척도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 (1, 17) =
7.474, p < .05, and ηp2 = .305) 이 차이는 모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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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Neutral: t (18) =
2.812, p < .05, Happy: t (18) = 2.224, p < .05,
Angry: t (18) = 2.365, p < .05) 정서가 반응의 변화에
있어서는 얼굴 표정 조건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 (1, 17) = 2.541, p < .05, and η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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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접근성(Accessibility)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과 관련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진은 현재의 순간을 기록하거나 타인과 추억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각 대체(Sensory
Substitution)를 사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사진 촬영을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시각의 부재로 인해 사진과 관련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장애인의 사진 활동에

돕거나 사진의 감상을 보조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사진 촬영을 보조해주는 연구 중 하나인 EasySnap 은
청각을 이용하여 사진의 적절한 구도를 잡을 수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사진을 찍고, 감상할 수 있는 TouchPhoto 시스템을
제작하고, 사진 촬영 및 사진 촬영 경험에 대한 회상

있도록 추적 알고리즘(Tracking Algorithm)을 통해
‘우하단, 60 퍼센트, 각도를 조금 아래로’와 같은
음성으로 피사체의 구도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3].

실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사진을 감상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도

감각 대체(Sensory Substitution), 햅틱스(Haptics),
보조 공학(Assistive Technology), 촉감 인지(Tactile

사진 활동 중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음성 메모 및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여 시각 장애인이 사진을 감상

Perception),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연구도 있었다[4].

촉각

그래픽스(Tactile

Graphics),

정전기 마찰 진동(Electrostatic Friction Vibration)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감각 대체를 사용하되,
청각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1. 서 론

존재한다.

사진은 추억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청각과 촉각을 활용한 다중 감각 시스템을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으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며,

구현하였다. 시각 장애인의 사진 촬영을 보조하기

페이스북(Facebook)의

위해 음성 안내를 사용하였으며, 사진 검색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음성 메모, 주변 음향 녹음과 더불어

경우 친구 혹은 가족과 추억을 나누기 위해 하루 약
350 만 개의 사진이 공유된다[1].

사진의

하지만 전 세계 285 만 명의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2],

특정

위치에

정보를

기록하는

지역

정안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진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태그(Region Tag) 기능을 개발, 활용하였다. 또한,
정전기 마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인물 사진에

강한 욕구가 존재하지만, 사진 촬영 및 감상에 대한

나타난 얼굴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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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UCHPHOTO 시스템

추적을 위한 IR Frame, 정전기 마찰 진동 렌더링을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사진을

위한 정전기 패널(3M, SCT3250)로 이루어져 있다.
정전기 마찰력의 제어에는 다목적 DAQ (National

촬영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및 시스템의 실사용 예정자의 인터뷰 결과를

Instruments, 6251)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2.2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여 사진 촬영 및 감상이 가능한 TouchPhoto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TouchPhoto 의 전체 시스템은
그림 1 로 나타내었다.

TouchPhoto 의 프로그램은 사진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사진을 감상하기 위한 대형
시-촉각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사진 촬영 기능과 앨범
기능이 있으며, 사진 촬영은 시각 장애인이 사진의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얼굴 인식 및 TTS(Text to
Speech)를 활용하였다. 얼굴 인식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인식된 얼굴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그림 1 TouchPhoto 시스템의 구조

이동하세요’, ‘아래쪽으로 이동하세요’ 등의 음성
안내로 피사체를 화면의 중앙으로 유도한다.

시각 장애인이 TouchPhoto 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주변 음향을

그림 2 와 같으며, 사용자는 피사체를 찍기 위해

저장하며, 사진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녹음한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음성 안내를 듣고 피사체가
화면 중앙부에 올 수 있도록 구도를 잡는다. 화면의

또한, 그림 3 의 푸른색 네모처럼 사진에 대한
지역적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지역 태그(Regional

구도가 맞춰지면, 사용자는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에

Tag)를 생성하여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후,

대한 음성 메모 및 사진의 지역적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인 지역 태그(Regional Tag)를 녹음한다.

사용자는 터치로 지역 태그를 청취할 수 있다.

저장된 사진은 어플리케이션의 앨범 기능에서 확인할

음성 메모를 들으며 사진을 찾을 수 있다. 찾은

앨범 기능에서는 사용자는 시간순으로 정렬된 사진을

수 있으며, 음성 메모로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다.
사용자가 감상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사진은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변환, 음성 메모,
주변 음향 듣기 및 지역 태그로 사진을 확인할 수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전송 버튼을 눌러 대형

있으며, 전송 버튼으로 대형 시-촉각 디스플레이에

시-촉각 디스플레이에서도 감상 할 수 있다. 만약
사진에 얼굴이 있으면 정전기 마찰 진동을 이용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촉각 렌더링을 통해 얼굴을 만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 TouchPhoto 의 사용 시나리오

2.1 Hardware 구현
그림 3 TouchPhoto App 의 사진 보기 및 지역 태그 화면

TouchPhoto 는 사진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과 사진을
감상하기 위한 대형 시-촉각 디스플레이로 구성된다

2.3 대형 –시촉각 디스플레이 감상 시스템

(그림 1). 대형 시-촉각 디스플레이는 그래픽
렌더링을 위한 일반 17” LCD 모니터, 손가락의 위치

대형 시-촉각 디스플레이에서는 전송된 사진을 지역
태그, 얼굴 확대 및 정전기 마찰 진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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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으로 얼굴 감상이 가능하다. 얼굴의 경우 정전기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진을 찍고, 앨범 기능을

마찰 진동에 대한 인지 특성 실험을 한 결과, 너무
많은 정보를 렌더링하면 사용자가 인지하기 힘들기

사용하여 원하는 사진을 찾은 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각 사용자

때문에, 얼굴 전체 대신 눈썹, 눈, 코, 입, 얼굴

실험에는 시각 장애인 1 명과 피사체 및 지역 태그를

윤곽선만 렌더링을 하였다. 또한, 눈썹, 눈, 코, 입은
사실적인 촉감 전달을 위하여 높낮이 및 질감 렌더링

도와줄 친구 1 명을 동행하여 수행하였다. 사용자들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조작법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본 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동

마찰

렌더링에

사용한

물리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10 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시각 장애인이 찍은 10 장의 사진에

파라미터는 아래 표 1 과 같다.
• 높낮이 렌더링

대해서 회상 실험을 하였다. 회상 실험이 끝난 후에는

사용자가 가상의 표면을 스캔할 때, 횡력(Lateral

어플리케이션의 평가를 위하여 7 점 리커트 척도 (7point Likert Scaling)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force)을 조절하여 요철 지형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5]. 따라서 정전기 마찰 디스플레이에서
요철을 표현하기 위해 마찰력의 증가 및 감소를

실험에 참여한 모든 시각 장애인은 앨범 기능을
활용하여 10 장의 사진에 대해서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며,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평균 5.6 점, 사진

이용하여 높낮이를 표현하였다.
• 질감 렌더링

감상에 대해서는 5.4 점, 어플리케이션 평가는

정전기 마찰 진동의 주파수, 파형을 다르게 하면
사용자는 다른 질감을 느낄 수 있다[6]. 따라서 시각

5.7 점으로 결과가 나왔다.
3.2 기억 회상(Recall) 실험

장애인이 얼굴을 만질 때, 어떤 부위를 만지고 있는지,

TouchPhoto 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사진을 회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사용자 실험이 끝난

인지하기 쉽도록 눈썹, 눈, 코, 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파수 및 파형을 설정하였다.

후, 2 달 뒤에 동일한 피실험자들에게 기억 회상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및 진폭은 표 1 과 같으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진은 2 달 전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TouchPhoto 를 사용하기

반복적인 절차(Iterative Procedure)를 거쳐 각 영역에
대해 최대한 비슷한 질감을 만들려고 하였다.

전에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2 달전에 찍었던 사진의

표 1. 질감 렌더링을 위한 주파수 및 진폭 인자
얼굴

눈썹

눈

코

입술

파형

사각파

정현파

사각파+
정현파

정현파

40

550

100

50

주파수(Hz)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다. 5 명 중 4 명은 10 장의
사진에 대해서 9~10 장의 사진을 기억하였고,
1 명만이 5 장의 사진을 기억하였으며 사진을 설명할
때는 ‘꽃밭 사진을 찍었어요’, ‘닭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기억나요’ 등 단편적으로 사진을 설명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시각 장애인들은 TouchPhoto 의
조작법을 익힌 뒤, 사진을 자유롭게 감상하게 하였다.
사용자들은 사진의 음성 메모, 지역 태그, 주변 소리

3. 사용자 실험

와 더불어 촉각 렌더링 된 부분을 만지며 사진을

TocuhPhoto 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

감상하였으며, 저시력자의 경우 얼굴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5 명(전맹 2 명, 저시력자 3 명)에 대하여 2 개의
사용자 실험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사용자 실험은

시각 장애인들은 본인이 찍었던 10 장의 사진에 대해

TouchPhoto 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시각

설명할 수 있었으며, 표 2 와 같이 사진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음성 메모를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원하는 사진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활용하여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고,

번째 사용자 실험은 TouchPhoto 를 이용하여 사진을

지역 태그로 사진에 어떤 인물이나 사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촉각을 활용하여 사진 인물의

회상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같은 피실험자
대상으로 2 달 후에 실행하였다.

눈썹, 눈, 코, 입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인물을

3.1 사진 촬영 및 확인

이해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사용자 실험의 목적은 시각 장애인이

실험 후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아래 표 3 과 같다.

TouchPhoto

7 점 리커트 척도에서 촉감 렌더링에 관한 평균

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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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3.8 점, 사진 감상에 관한 평균은 6.4 점,

감상할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평가는 5.9 점으로
TouchPhoto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각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무조건 돕기보다는, 사진과
관련된 시각 장애인의 외부 도움을 최소화하여

장애인들에게 효용 가치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진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할

사용 후 설명

꽃밭에서

꽃밭에서 꽃받침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라는 농담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벌이 정말 많았고
벌레소리가 심했어요.

입체 인지에 더 효과적이고 응용 가능성이 높은 힘
반향(Force Feedback) 햅틱 장치를 추가하여 촉감
렌더링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촉감
(5)
시스
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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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PC 를 끄고 강의실 대여 및 PC 초기화 등

요약문

많은 업무가 생기게 된다.

통신망의 급격한 발전과 PC 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실에 수많은 PC 가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대부분의 수업을 PC 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뒤 많은 학생은 자신이 사용한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강의실
Schedule 기반으로 강의가 없는 강의실의 PC 를

PC 를 종료하지 않고 강의실을 나가는 경우가

자동제어하여 전력 낭비를 막고, 기존에 조교나 근로

대부분이다. 또한, 강의실 대여를 위한 과정이
번거롭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Node-

장학생들이 업무를 맡았던 강의실 대여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며, 담당 지도교수는

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APP 이나 로그인 없이 문자메시지로 온 해당 URL 에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수업이
없는 강의실의 PC 를 Schedule 기반으로 자동 원격

접속하여 승인을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대여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리고 일일이 원격에서 파일을 배포하여

제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및 전력낭비를 줄 일 수
있고, 계속된 전력량으로 전기요금이 누적되는
누진세를 피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교나 근로

일일이 설치파일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줄 수

장학생의 부수적인 업무를 줄이고 주된 업무에 집중할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 관련 연구에서는

있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

Schedule 에 대한 조합을 빠르게 수행하고 처리 할 수
있는 Back Tracking &amp; Prune 기법과 제어하는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멀티프로세스 기반의

주제어
Node-webkit, Schedule 기반 자동원격제어, 문자

분산서버를 살펴본다. 또한, 3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서비스

제안하는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 연구방향을

1. 서 론

제시한다.

PC 의 보급률과 사용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학교 강의실에서 전공 수업 및 비교과 수업을 PC 를

2. 관련연구

통해 진행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뒤 많은 학생은
자신이 사용한 PC 를 종료하지 않고 강의실을 나가는

2.1 Node-webkit 기술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업이 없는 강의실에도 PC 가

Chromium

켜져 있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한다. 학부의 조교나
근로 장학생들은 공문 및 학적/시간표 학부

과

Node

를

활용해

native

application 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1].
기존에 데스크톱 application 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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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에서는 C++, Mac 에서는 object C 를
이용해서 개발해왔다. 하지만 Node-webkit 은
HTML, Java script, CSS 와 같은 웹 기술로 데스크톱
application 을 만들 수 있다. Node-webkit 은
Node.js 를 기반으로 하므로 노드의 모든 API 와
제삼자

모듈,

소켓

등

기존의

데스크톱

application 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OS 를 지원한다.

그림 2. Socket.io Redis Clustering 구조

2.2 Back Tracking 알고리즘
깊이

우선

탐색(DFS)기법에

Pruning

3.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

기법을

적용하여 Promising 검토와 Back Tracking 을

3.1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활용하여 탐색 성능을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후보
해의 집합에서 최적해 집합을 찾아내는 문제에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 구성

적용이 가능하며[2], 다음 그림 1 과 같다.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의 구성은 강의실
Schedule 분석 및 대여와 그에 따른 자동제어를 위한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다. 그림 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1. Backtracking 알고리즘

2.3 Redis Clustering 분산 서버
Node.js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Socket.io 와 같은 실시간 통신기반의
서버를 운영할 때 문제가 있다. Socket.io 는 기본
store 가 메모리 기반이어서 프로세스를 하나 띄우게
되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만 접속자들이 공유할 수
있다. 단일 프로세스가 아닌 멀티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RedisStore 를 이용하여 멀티

그림 3.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
구성도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Redid 에는 Publish/Subscribe 라는 기능이 있는데,
마치 메시지 큐처럼 메시지를 subscriber 로 보낼 수

3.2 제안 시스템 주요 기능

있는 기능이다. 하나의 node 프로세스에서 메시지를

• 강의실 Schedule 기반 PC 자동 제어: Back

보내면, 다른 프로세스로 Redid 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때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세스는
Redid

에게

메시지를

"Publish"하고

Tracking &amp; Prune 기법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강의실 일정에 대한 조합을 빠르게
수행하고 처리하여 Socket.io Redid Clustering 을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Subscribe"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읽어
드린다[3]. 다음 그림 2 는 Socket.io Redis

이용한 멀티 프로세스가 가능한 분산 서버에서
Child_process module 을 통해 실시간으로 PC 종료

Clustering 구조를 나타낸다.

가능.
• 강의실 PC 원격 파일 배포 및 설치: Mulder
module 을 이용하여 배포할 파일을 서버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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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뒤 다른 주소공간에서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실행하는 함수를 실행하여 강의실 PC 로컬에 파일
내려받기 가능.
• SMS API 를 이용한 온라인 강의실 대여: 강의실
대여를 Web 또는 App 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담당 지도교수의
휴대전화기로 URL 이 전송되고 해당 URL 에
접속하면 신청자, 신청 이유, 신청 날짜, 강의실

그림 4. 관리자 및 사용자 서비스 UI

번호와 같은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제안 시스템 구현
3.3 제안 시스템 평가 및 기대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기존의 원격제어 서비스는 Wake On LAN 기술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표 1 과 같다.

기반의 시스템이 많다. Wake on LAN(WOL)은
메인보드-바이오스 설정을 변경하고 랜카드와

Client-side
는
Angular.js
를
이용하여
Dependency Injection 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공유기가 필요하며 Wake on LAN 을 지원하지
않거나 외부접속 포트를 차단한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Schedule 기반의 1:N 자동 제어할

기능에 따른 코드의 분리 및 재사용이 효율적이게
가능하게

하였고,

호스팅을

위한

PHP

서버와

수 없으며 1:1 방식의 제어만 가능하다. 표 2 는 기존

Node.js 기반의 분산 서버를 구현했다..

원격 제어 서비스와 제안 서비스의 비교를 나타낸다.

표 1. 제안 시스템 개발 환경
구분
Client-side

HTML5, Javascript, jQuery,Anfular.js

Server-side

Node.js ,PHP

Database

Mysql5

IDE

표 2.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비교

사용언어 및 프레임워크

client: Chrome Browser
Tools: WebStorm, Toad, phpmyadmin

기존의 원격 제어 서비스

제안하는 원격제어 시스템

▪매직 패킷을 수신 받을 수
있는메인보드-바이오스 설정
변경

▪메인 보드 바이오스 설정
변경 불 필요

▪랜 카드 – 고급설정

▪랜 카드 설정 불 필요

▪Wake on Lan 지원 해야
가능

▪ Wake on Lan 지원하지
않아도 가능

▪ 1:1 제어만 가능

▪Schedule 기반 자동 1:n
자동 제어

다음 그림 4 는 제안하는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전력 사용량 감소: 모니터 두 대와 본체한대를
하루 10 시간씩 한 달간 사용한 전력 요금은
평균적으로 100*600*200=1,200 만 원의 전기
요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나 평생 교육원 및
교육시설에서는 더욱 많은 PC 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은 1,200 만 원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원격 제어를 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및
전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계속된

전력량으로

전기요금이 누적되는 누진세를 피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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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성 개선: 기존의 강의실 대여는 대여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불편함이 존재했다.
그리고 PC 초기화나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SMS
API 를 이용한 온라인 대여를 통해서 대여과정이
간편하고 해당 지도교수는 승인을 위해서 APP 이나
로그인 없이 승인해줄 수 있고, 원격 파일 배포 또한
모든 원하는 PC 에 몇 번의 버튼 클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편리함과 업무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Node-webkit

활용한

강의실

Schedule 기반 자동 원격 제어 및 대여 관리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이 없는
강의실의 Schedule 을 통해 자동 제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및

전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계속된

전력량으로 전기요금이 누적되는 누진세를 피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조교나 근로 장학생의
부수적인 업무를 줄이고 주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
앞으로는 Docker 와 같은 가상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실행환경을

컨테이너를

효율적이게 운영하며, 더욱 체계적인 서버관리를
통해 개선된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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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인터넷의 확장과 함께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나 쉽게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기기가 보유한 저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용자와의

무선 인터넷 품질의 발달과 고 사양 기기의 확산과
함께 하드웨어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1].

쉬운 공유 등의 장점과 함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단순한 백업의
형태가 아닌 파일 공유, 문서화 지원 등 확장된 업무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기기에서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기기가 보유한
저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데이터 스토리지와는 달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데이터는 서버 상에 존재하며 이로

사용자와의 쉬운 공유 등의 장점 등 전통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대비 많은 장점은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도

인해 실제 전통적인 데이터 스토리지와는 다른

바꾸어가고
있다.
미국의
IT
시장조사기관
IDC(www.idc.com)의 최신 보고서(Worldwide and

관점에서 사용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데이터 스토리지와

Regional Public Cloud IT Services 2014-2018

비교하여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Forecast)에 따르면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2014 년부터 2018 년동안 연평균 31%

사용행태와 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사용성 문제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나타났다[2].
그러나 기존 PC 의 사용에서 데이터의 삭제 및 관리가
온전히 사용자의 컨트롤 아래 이루어졌다면, 클라우드

이유와 문제점을 겪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확장된 업무
공간으로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 데이터는 서버 상에 존재하며 다른 사람과 데이터

개선안과 신규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서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대된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환경을 조사하고

주제어
사용성평가, 전문가평가,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삭제 및 관리 외에 다양한 문제를 전문가
평가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는 것을

서비스, 스마트 업무 공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및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환경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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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파악하였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Jacob

6. Error Prevention

Nielsen 의 10 가지 사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개인용 클라우드

7.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스토리지 서비스의 문제 상황을 도출하고자 한다.

8. Flexibility and Minimalist Design

2. 이론적 배경과 서비스 현황

9.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2.1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개념

10. Help and Documentation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중 SaaS 에 속하는 형태로 CSP(Cloud Service

3.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행태

Provider)가 제공하는 가상의 저장 공간에 개인이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비교를 위해 먼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는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해당 데이터의

문헌 분석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국내외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국내 5 개,
해외 17 개)를 각 스토리지 서비스의 특징들을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5,6]. 해당 서비스로는

비교하였다[9].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개인용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네이버의 N 드라이브,
애플의 iCloud 등이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행태 조사를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총 27 명이며,

사용자들의 주요 사용 방식은 백업과 같은 단순

설문의 내용은 사용하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스토리지 확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용의 확산과 함께
파일 공유 기능, 문서 온라인 편집 기능, 기기와 연동된

서비스의 종류, 자료공유 방식, 사용하는 기기, 용량,
요금제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사용자들은

큰 저장 용량,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도 업무 데이터에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주로 자료 백업과

접근 가능한 스마트워크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 기능은 사람들의
일생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어

협업 및 자료전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웹페이지를
통해 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스토리지

관심이

서비스를 이용 시 공공기기보다는 개인기기를 통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work
everywhere”,
“compute

사용하며 PC 사용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무료요금제를 이용하였고 제공받는 용량의 64%를

everywhere”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6].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표 2 와 같다.

2.2 휴리스틱 평가

표 2.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행태

Heuristic evaluation method 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평가 Checklist

4~5 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사용편의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비용 대 효과면에서도 효율적일

주 사용목적

자료전송(20.6%)

뿐만 아니라 사용성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7,8].
전문가 평가에서 이용한 사용편의성 기준은 Jacob
Nielsen 의 10 가지 Usability 원칙이며 그 내용은 표

주로

1 과 같다.

스토리지와

쓰는

1위

구글
드라이브

팀작업 및
협업

2위

네이버

자료 백업

클라우드
목적

표 1. Jacob Nielsen 의 10 가지 사용성 원칙

References

자료 백업(26.9%) 협업(20.6%)

드라이브

Usability Principles
1. Visibility of System Status

Jacob

2.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Nielsen[7]

3. User Control and Freedom

선호하는
자료
전송

3위

드롭박스

자료 공유

1위

pc

1

카카오톡

자료전달
시

클라우드

팀작업 및

방식과 상황
2위

4. Consistency and Standards

명에게

협업 시

5. 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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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이메일

4. 전문가 평가 및 분석 결과

공식적인
자료전달

4.1 전문가 선정

시
PC 사용 시
클라우드

웹페이지(73.7%).
폴더(26.3%)

평가자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클라우드

경험이 있고 사용자 경험, 사용성 평가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각각 3 명으로 총

사용 경로

6 명을 선발했다.

클라우드

개인기기(78.9%)

사용기기
특성

공공기기(15.8%)

주로
클라우드
사용기기

쓰는

개인기기

및

4.2 전문가 평가 수행
평가자들은 객관성의 향상을 위해 Jacob Nielsen 의
10 가지 Usability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한 Heuristic

PC(데스크톱 및 노트북)(73.7%)

evaluation 평가 checklist 를 이용하였다. 전문가 평가

스마트폰(26.3%)

checklist 에 사용된 세부 문항은 총 83 개이고 그 예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은 10 가지 사용성 원칙 중
1 번째 원칙인 ‘Visibility of System Status’에 해당하는

종류
사용하는

무료만(89.5%)

클라우드
요금제

요금제(10.5%)

제공받는

평균 15.53G

무료

및

평가 Checklist 이다. 평가지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아니오/관련없음’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있고

유료

그 옆에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관련 comments 로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자들이
평가항목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클라우드
용량
사용하는

평가 Checklist

평균 9.92G

1

클라우드

yes

no

n/a

comments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아이콘 디자인
체계와 스타일이 있습니까?

사용자가 작업 (또는 작업 그룹)을 완료하면
2 피드백을 통해 다음 작업 그룹을 시작할 수
있음을 나타 냅니까?

용량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중 설문참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3

드라이브, 드롭박스였다. 그 중 네이버 드라이브가

메뉴나 대화 상자에 커서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지 시각적 인 피드백이 있습니까?

메뉴 또는 대화 상자에서 여러 옵션을 선택할
4 수있는 경우 이미 선택되어있는 옵션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이 있습니까?

주로 쓰이는 목적은 데이터 백업이었고 이는 네이버
드라이브가 기존의 데이터 스토리지인 하드디스크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반면 드롭박스의 주 사용목적은 자료공유였고 구글
드라이브의 주 사용목적은 협업이었다. 이는 사용자가

객체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때 시각적인
피드백이 있습니까?

6 아이콘의 현재 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됩니까?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를 하드디스크와 같이 저장

7 기능 키를 눌렀을 때 피드백이 있습니까?

및 백업기능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업무
공간인 폴더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8

응답 시간은 사용자의 인지 처리에
적절합니까?

9

메뉴 이름이 사용자의 작업 도메인에 적절한
이름입니까?

결과를 참고하여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이기도 하며, 주 사용목적의
성격이 비슷한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를 최종

시스템이 가시성을 제공합니까? 즉, 사용자가
10 시스템의 상태와 조치의 대안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림 1. 전문가 평가 Checklist 양식 예시 – Visibility of
System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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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휴리스틱 평가 분석방법
4.3.1

Errors’ 즉 오류메세지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책을 건설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용성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휴리스틱 평가 Checklist 분석

전문가 평가는 총 2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있다, 그에 반면 ‘Visibility of System Status’,

1 단계 분석을 통해 평가인원인 3 명 중 2 명 이상이
휴리스틱 평가원칙 항목 중 no 라고 표시한 항목을

‘Consistency
and
Standards’,
‘Help
and
Documentation’ 즉 알기 쉬운 시스템 상태, 일관성과

문제 항목으로 정의하고 평가 대상인 구글 드라이브와

표준화, 도움말과 설명서 부분은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드롭박스 별로 문제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후 각각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별로 도출된 문제 항목들을
모두

합하여

최종적으로

문제가

볼 수 있었다.
4.3.2

되는

휴리스틱 평가 Checklist 분석

checklist 항목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2 단계에서는
문제점으로 확인된 checklist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확인된 checklist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번째 원칙인 ‘Visibility of System Status’원칙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글 드라이브
사용
성

도출한 시스템의 가시성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최종

드롭박스

문제점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는 웹과 pc 용 클라우드
폴더 관리 앱 사이 연동문제를 언급하였다. 여러 개의

문제가
전문

원칙 가 1

종

전문

되는

전문가

전문가 2 전문가 3

전문가 3
합

가1

종합

2

계정으로 번갈아 접속할 때 지금 접속하고 있는 계정이

Checklist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으며, 계정을 바꾸고 싶을

항목

1

6,10

2

8

1,3,8

1,2,3

1,3,
7,8
8

3

3

2,4

1,3

3

4
1,2,4,5,
2
6,7

5

1

6

2,4, 2,3,4,5,
5
6

2,3,4,5,6,7,8,
6,10
9,10

6,10

2,3,4,5,6,8

1,3,8

하였다. 2 번째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8

3,9

1,2,3,5 1,2,3,4,5,6,7,8 1,2,3,5,8 1,2,3,5,8,
,8
,9
,9
9

4

4,8

4,8,10,11

8

4,8

1,2,5,6 1,2,3,4,5,6,7

1,2,5,6,7 1,2,5,6,7

2,4,
3,4
5

3,4

3,4

4,6,9,10
4,6 10
,11

7

4,5,6

8

3,4,6

9

3,4,6

2,4,6,7 4,6 5,7

10

3,5,

1

“홈”과 “파일”의 구분에 대해 혼동을 느낀다는
케이스가 있었다. 3 번째 ‘User Control and
Freedom’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엑세스를 취소했을 때
되돌릴 수 없었거나 파일의 미리보기 실행을 하고 뒤로
가기를 했을 때 폴더 자체가 이전 단계로 넘어가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케이스가 있었다. 5 번째 원칙인

2,3,4,5

‘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7

2,4,5,
6

7

World’원칙에서 도출한 하위 메뉴와 상위 메뉴 간의
논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드롭박스의

4,8

1,2 2,7

1,2,3,4,5,6,7

때에도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을 바꿔야 클라우드
폴더의 계정도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2,11

From Errors’에서는 업로드 실패나 중복의 경우
알림만 해주거나 단순한 오류 상태만 나타내줄 뿐 오류

4,6

1,2,3,4,6

2,4,6

2,4,6

2,3

7

7

4,6,7

1,7

1

1,7

1,7

메시지가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거나 사용자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는
나타나있지 않다고 말했다. 6 번째 원칙인 ‘Error
Prevention’에서는 여러 개의 창이 새로 생겨서 창

그림 2. 전문가 평가결과

간의 탐색이 간단하고 가시적이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9 번째 ‘Aesthetic and

1 단계에서 진행한 전문가 평가를 분석한 결과, 그림

Minimalist Design’에서는 웹 페이지 내에 검색

2 와 같이 최종적으로 사용성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Checklist 항목들을 Jacob Nielsen 의

옵션이 제공되지 않아 파일 검색을 할 때 스스로
생각해서 검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인터뷰

10 가지 Usability 원칙별로 추출할 수 있었다. 각

내용이 있었다.

Usability 원칙별로 보았을 때 3 번째 원칙인 ‘User
Control and Freedom’ 즉 사용자에게 실행취소와

5. 결론

재실행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과 5 번째 원칙인 ‘Help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데이터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스토리지와 비교하여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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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사용행태와 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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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bert McMillan. An Unexpected Security

문제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시스템 즉

Problem

웹페이지, pc 에 다운받은 pc 전용 클라우드
파일관리앱, 클라우드 폴더간의 연동이 가시적으로

in

the

Cloud.

https://www.wsj.com/articles/an-unexpectedsecurity-problem-in-the-cloud-1505700061.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특정 테스크는 부분적인

4. Fahmida Y. Rashid. “삭제한 파일도 다시 보자”

시스템 요소에서만 가능하다는 문제이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계정 중 어떤

클라우드

‘좀비

데이터’

경계령.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 시스템 내에서

http://www.itworld.co.kr/insight/104514#csid

일관되게 표시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계정을 바꾸고
싶을 때 파일관리앱이나 클라우드 폴더 내에서

x7765c1a5794987dab647aa3148ecda9.
5. 이세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해결되지 않고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계정을 바꿀 수

사용자의

있다는 점이 그 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오류방지와
오류대처가 시스템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서울. 2014.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도록

선호

요인

및

수용

의도

연구.

6. 이종호, 장태락. 모바일 기반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되어있다는

문제이다. 공유의 권한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실행취소

영향. e-비즈니스연구, 16, 6 (2015), 493-510.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오류메세지는 단순한
오류상태를 나타낼 뿐 해결방안은 제공해주지 않고

7. Nielsen, J. Heuristic evaluation. In Nielsen, J.,
and Mack, R.L. (Eds.), Usability Inspection
Methods. John Wiley & Sons, New York, NY.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상위 메뉴의 기능이

1994.
8. 최재혁, 명노해. 웹사용성평가. 대한인간공학회

서로 중첩되어서 혼란을 느낀다는 조사결과와 검색

학술대회논문집. 2000-2 (2000), 1-5.

옵션이 제공되지 않아 파일 검색에서 자신이 찾기
원하는 파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검색

9. Brandon Butler . 5GB부터 25GB까지… 무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18종 옵션 비교.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http://www.itworld.co.kr/news/104071.

본 연구는 사용자 설문을 통해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확장된 업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가설과 함께 전문가 평가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
문제점과 문제 상황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된 업무
공간으로의 인식이 가져온 사용자 니즈의 구체화 및
확장된 업무 공간으로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과 신규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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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VBand 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접속하여 밴드
연주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합주 시스템이다. 실제
악기와 메타포된 악기(피아노, 기타, 드럼 스틱)를
구현하였고, 악기의 위치를 가상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eap Motion 을 통해 가상 악기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 손을 확인 하여 실제와 유사한
연주 환경을 제공하고, 모션 컨트롤러와 악기 모형에
부착된 별도의 액추에이터(Actuator)를 통해 생동감
있는 연주 효과를 제공한다. 사용자 평가 실험을 통해
가상 악기 및 합주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를
평가하였다.

VR
협업
시스템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6]. 밴드 연주의 경우
연주자들이 방음이 되는 한 공간에 모여야 하고, 합주를
위한 모든 악기가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 협업 시스템을 밴드
합주에 적용하여 실제 합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고도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일수록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을
높인다는 연구 [7]를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시각 및
청각 피드백 뿐만 아니라 햅틱 인터페이스를 통한 촉각
피드백도 제공하고자 한다.
1.2 가상 악기

주제어
가상현실
협업
시스템(Collaborative
VR),
햅틱스(Haptics), 가상 악기 (Virtual Instruments)

1. 서 론

VR 환경에서의 악기 연주 방식에 대한 연구는 Cavelike virtual room 에서 Motion tracker 와 Data
glove 를 이용한 사용자의 제스처 및 모션 인식 기반
가상 악기 연주 [8], 초음파 사상 방식을 활용해

1.1 VR 협업 시스템
Oculus, VIVE 등의 VR 기기가 대중화 됨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VR 협업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VR 협업 시스템은 90 년대에 개발된
DIVE [1]를 시작으로, 원격 연구 및 강의 [2], 선박
엔지니어링 [3], 블록 쌓기 [4]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1 인칭 슈팅게임에서도
응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그림 1 전도성 점토로 제작된 코드 블록(Chord Block)이
부착된 기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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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손가락 힘을 측정하여 풍금을 연주하는 연구
[9]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가상
드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 연구로 Kinect 를 이용한 사용자의
제스처 및 움직임을 분석한 드럼 연주 방식 [12-14]에
관한 연구, 드럼 스틱에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부착한 연주 방식 [15,16]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효과적으로 가상 악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 [10],
가상환경에서 건반이 눌렸음을 시각화 했을 때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연구 등을 찾을 수 있었다
[11]. 가상 환경 속에서의 악기 연주는 Rock band VR
[17], Virtual Piano for Beginner [18] 등과 같은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 또한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단일 악기만 연주할 수 있다는 한계점과 합주를 할 수

그림 3 은박지와 전도성 점토로 제작한 피아노 모델

Haptuator 를 각 악기 모델에 부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드럼 연주 인터랙션을 위해 팔찌 형태의
햅틱장치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또 Makey Makey 를
사용하여 연주에 대한 입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2 가상 기타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단일 악기가 아닌
다수의 사용자가 피아노, 기타, 드럼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Makey

누구나 기타 연주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타연주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다. 여러 개의

Makey [19]를 통해 악기 모형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기타 줄을 동시에 누르는 기존의 연주 방식에서 벗어나

메타포된 악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스처 기반
장치에 비해 높은 직관성과 인식률을 제공한다는

[20]의 연구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같이 기타의 줄을
전도성 점토로 만든 코드 (Chord) 블럭으로 대체해

장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10, 11]과 같은 기존

기타 연주를 단순화 하였다. 각 코드 블럭은 특정 기타

연구를 참조하여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코드를 나타내고 코드 블럭을 조합해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코드를 연주할 수 있다. 사용자는

2. 시스템 디자인

이러한 코드 블럭의 위치를 [그림 2]와 같이 가상 환경

2.1 하드웨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드 블럭을 누를 때 기타
모델에 부착된 별도의 액추에이터를 통한 햅틱 진동

VBand 를 구현하기 위해 HTC 사의 VIVE 를

피드백과 가상 환경 속 기타 모델의 코드 블럭의 색

사용하였다. VIVE 의 경우 사용자가 가상 환경 내에서

변화를 통해 코드 블럭의 누름을 인지 할 수 있다. 각

가상 물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러를
제공한다. 모션 컨트롤러 내의 센서를 통해 모션

코드 블럭은 Makey Makey 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어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컨트롤러의 위치, 방향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고,

기타모델에 모션 컨트롤러를 부착하여 기타의 위치와

내장된 액추에이터를 통해 햅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 기타 모델과 피아노 모델에서 연주

방향을 감지하도록 하였다.

인터랙션을 햅틱 피드백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BM3C

그림 2 가상환경 속에 시각화된 기타 및 코드 블록과
가상환경 속에 시각화 된 피아노 모델

그림 4 실제 드럼과 메타포한 드럼 모델과 햅틱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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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상 악기 및 실제 악기의 효율 평가

사용되었다.

Input
Complexity

Output
Complexity

Performer
Freedom

Efficiency

Real
Guitar

2.40

3.00

2.73

3.42

Virtual
Guitar

1.43

3.80

3.07

8.13

Real
Piano

1.27

3.47

4.20

11.50

Virtual
Piano

2.00

4.18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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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TD)

가상 악기를 연주할 때 받은 진동의 세기가
적절하였는가?

3.80
(0.68)

진동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진동의 느낌이 좋았는가?

4.27
(0.59)

진동 피드백이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4.60
(0.63)

가상 공간에서 합주 하는게 가상공간에서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즐거웠는가?

4.35
(0.79)

가상 공간에서 합주 하는게 가상공간에서 혼자
연주하는 것 보다 몰입도가 높았는가?

3.88
(0.86)

8.60

2.3 가상 드럼
드럼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드럼 스틱을
모션 컨트롤러에 메타포하였다. 사용자가 잡고 있는
모션 컨트롤러는 가상 환경 속에서 드럼 스틱으로
보이고, 실제 드럼 연주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모션
컨트롤러를 휘둘러 가상 드럼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부분은 전도성 점토로
만든 페달을 Makey Makey 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해
구현하였다. 별도의 햅틱 팔찌 [그림 4]와 모션
컨트롤러의 내장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상 드럼 연주 시
촉각적 효과를 렌더링 하였다.

3.2 실험 결과
효율을 계산한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아노의 경우 가상 피아노는 8.60, 실제 피아노는
11.50 로 실제 피아노의 효율이 더 높았고, 기타의 경우
가상 기타는 8.13, 실제 기타는 3.42 로 가상 기타의
효율이 더 높았다. 만족도 조사의 항목과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사용자 평가 실험

4. 토론

3.1 실험 방법

가상 기타의 Input Complexity 와 실제 기타의 Input

사용자 평가 실험을 통해 각 가상 악기의 효율성을

Complexity 를 비교 했을 때, 가상 기타의 Input
Complexity 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가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VBand에 접속하여 곡을
합주하며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총

우리가 가상 기타의 연주를 단순화한 결과로 볼 수

15명의 피실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남자 13명,

있다. 실제 기타의 경우 가상 기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연주가 가능하므로 실제 기타의 Output complexity 가

여자 2명, 평균 24.3세)
3.1.1 효율 (Efficiency)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응답에서는 가상

가상 악기의 효율은 [8], [21] 에서 악기의 연주
난이도와 악기가 낼 수 있는 품질을 고려하여 악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악기의 효율은 입력
복잡도 (Input Complexity), 출력 복잡도 (Output
Complexity), 연주자의 자유도 (Performer Freedom)
을 통해 계산한다. 각 항목은 사용자가 가상 기타와
가상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도록 한 후, 5 단계
Likert scale 설문을 통해 각 항목을 수치화 하였다.
실제 악기의 효율은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1.2 VBand 시스템 만족도 평가

기타의 Output Complexity 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번 실험에서는 복잡한 연주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타 연주에 대한
경험이 적어 실제 기타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연주의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상 기타의 Output
Complexity 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
피아노의 경우 실제 피아노보다 Input Complexity 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상 피아노의 경우 사용자의
손이 보이지 않아 건반의 위치를 찾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Leap motion 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 속에서도 사용자의 손 위치를 볼 수 있도록
가상 피아노 구현을 보완하였다. 또한 VBand 시스템의

두 사용자가 동시에 다른 가상 악기를 사용해 특정한
곡을 합주하도록 하였다. 그 후 사용자에게 [표 2]의

만족도 조사에서 사용자들은 햅틱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햅틱 피드백은 사용자가 가상

설문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도와 진동 피드백에 대해

악기를

평가하였다.

사용자에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에는

5

단계

Likert

Scal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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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tasks in virtual worlds” in Proceedings of the
16th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2009.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메타포와 햅틱 피드백을 사용해
가상 악기를 구현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가상 공유 공간
속에서 합주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타포를

8. Mäki-Patola et al., "Experiments with virtual
reality instruments,"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New interfaces for musical

통해 악기 연주를 단순화시켰으며, 사용자에게 악기를
눌렸을때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여 가상 환경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느낌을 제공하였다. 시스템 검증을
위해 사용자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고, 가상 기타의
효율이 실제 기타의 효율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상 악기의 연주 시 제공된 햅틱 피드백은

express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05.
9. C. Castellini et al., "A virtual piano-play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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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박자에 어긋나거나 음악적
화성에 어울리지 않는 멜로디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 또, Simon 등은 사용자의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를 사용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두 팔과 손의 제스처를 이용해
음악을

손쉽게

작곡할

수

있는

내추럴

보컬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를 자동으로 선택해

유저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3].

인터페이스(NUI; Natural User Interface) 기반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키넥트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게다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에 관한 연구가

Model)을

장치(Sensing Device)를 이용한 행동 기반의 연주와
작곡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Winkler 등은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구성요소(멜로디,

모델링

및

인식하고, 각
리듬, 음색,

최근

학습함으로써
동작에 음악의
화성 진행)를

특성을

활용하여

마르코프

활발히

진행되면서,

센싱

작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4],
Hsu 등은 키넥트(Kinect) [5]를 이용한 제스처

으뜸음을 기준으로 하는 도수(Degree) 화음의 개념을
도입, 이를 이용하여 대중음악의 화성 진행과 반복과
음악의

분야에서

사람의 제스처를 어떻게 음악적 요소에 대응시켜

대응시켰다. 이들 중에서, 화성 진행의 대응을 위하여

같은

여러

인식(Gesture Recognition)을 통해 드럼, 기타 등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6].

연쇄

(Markov Chain)를 모델링하였다.

그러나

주제어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face),

연주법 등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작곡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악기

연주를

시스템으로서의 효용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작곡 시스템(Music Composition System)

이러한 장벽을 최소화하고, 앞서 언급한 음악의
창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음악적

1. 서 론

지식이 없이도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내추럴 유저

음악은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인터페이스(NUI;
Natural
User
Interface)를
사용하는 작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대중음악의

나타내어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종합 예술 장르로써,
인간의 정서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화성

하지만 작곡은 오랫동안 전문 작곡가에 의존하여

진행을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로

모델링하고,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화성 진행을
생성하며 그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선택해주는

왔으며, 현재까지도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1].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 제스처 기반의

그러나, 최근 들어 컴퓨터 음악 인터페이스와 가상
악기의 발전으로 비전문가가 작곡을 공부하여 음악을

작곡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키넥트 센서로부터
획득한 관절 정보(Skeleton Data)와 은닉 마르코프

창작 또는 재구성하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음악 창작에 대한 욕구를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해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해 음악을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며, 특정 동작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음악의 구성요소 [7]인 멜로디, 리듬, 음색,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윤재
등은 허밍을 이용해 악보를 추정하여 음악을

화성 진행을 생성하고 이를 소리로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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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시스템 구성의 블록 다이어그램

2.1 HMM 을 이용한 동작 인식 알고리즘

2. 시스템의 구성 및 핵심 알고리즘

HMM [8]은 패턴이나 동작을 확률적으로 추론하고

본 시스템 구성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 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학습하는데 적합한 모델로,

우선, 키넥트를 이용하여 사람의 양 팔 손목과 왼
팔의 팔꿈치, 오른팔의 손과 어깨의 위치 정보를

본 연구에서 사용자가 왼팔로 원을 그리거나 수직 및
수평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MM 의 모델링에서는 표 1 과

HMM 은 왼쪽 손목과 팔꿈치의 위치를 이용해
3 가지 동작을 인식(수직 이동, 수평 이동, 원

같이, 각각 동작에 따라 State 의 수와 관측열의 길이,
그리고 심볼의 수를 정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2 와

운동)하며, 이 동작들은 리듬, 음색, 화성 진행의

같이 왼쪽 손목-팔꿈치 구간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

변경에 각각 대응된다. 리듬과 음색의 경우는 시스템
상에 미리 저장한 리듬들을 Switch 하며, 화성 진행의

(1)의 경우, State 를 8 개로 나누고 초기 State
Transition 을 설정하였다.

경우 후술할 화성 진행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오른손의 높낮이는 마지막 음악의 구성요소인
멜로디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 중 현재 화성과
어울리지

않는

음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소리를 출력, 하나의 완성된
음악을 출력한다. 각 동작에 대한 정보는 표 1 과 같다.
그림 2. 동작 (1)의 State 와 State Transition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동작과 해당 동작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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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작 (1)의 심볼과 확률분포 행렬

또한, 심볼은 그림 3 과 같이 6 번의 왼팔 원운동을

그림 4. C Major 와 D# Major Key 의 도수

Record 한 뒤 그 위치의 평균을 구해 10 가지로
모델링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실제 왼쪽 손목의
팔꿈치에 대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관측 심볼 을

Key)의 으뜸음(Key Note)부터 모든 음을 차례대로

현재의 관측으로 한다. 초기 심볼과 각 State i (i =1, 2,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C Major Key 와 D# Major
Key 에서의 도수는 그림 4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1~12 의 도수를 매기고, 코드의 근음을 도수로

…, 8)에서 심볼 j (j = 1, 2, …, 10)가 관측될
확률분포 행렬 B=bi(j)는 그림 3 과 같이
초기화하였으며,

해당

동작의

관측열의

이와 같이 근음의 음계 대신 도수를 사용한 화음을

길이는

도수 화음이라고 명명하고, 근음의 도수(1~12) 와
코드의 종류(M, m, S)를 붙여 써서 1M, 5m, 10S 와

10 으로 설정하였다.

같이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조(C Major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동작의 HMM λ에 대해,

Key, D# Major Key)로 쓰여진 동요 <Happy
Birthday To You>의 화성 진행 표기를 비교하면 표

Forward Algorithm 을 이용하여 해당 동작이 관측될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 확률이 Threshold 값
이상이면 해당 동작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였다.
Threshold

값은

동작에

따라

2 와 같다.

10-5~10-6 으로

표 2. 동요 <Happy Birthday To You>의 화성 진행 표기

정하였다. 또한, Baum-Welch Re-estimation
Algorithm 을 이용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λ를 학습시켰다.

표기법

C Major Key

D# Major Key

코드 표기

C-G7-G7-CC-F-G7-C

D#-B♭7- B♭7-D#
-D#-G#-B♭7-D#

도수 화음

1M-8S-8S-1M-

1M-8S-8S-1M-

표기

1M-6M-8S-1M

1M-6M-8S-1M

2.2 화성 진행 및 멜로디 선택을 위한 알고리즘
본 시스템은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간단한
제스처를 이용하여 작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따라서, 이 36 개의 도수 화음 각각을 마르코프
연쇄의 State 로 보고, 대중 음악의 화성 진행을 한

대중 음악의 화성 진행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장르의 대중 음악 7 개 곡을 마르코프 연쇄를
이용해서 분석하여 대중 음악에서 쓰인 화성 진행을

State 에서 다른 State 로 Transition 하는 것과
대응함으로써 모델링 하였다. 또한, 많은 음악에서는
4 개의 코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용해

확률 모델로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화음 바로
다음에 진행될 화음들의 확률을 구하고, 그래프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화성 진행을

사용자가 화성 진행을 바꾸고자 할 때, 위에서
모델링한 마르코프 연쇄를 이용하여 새로운 4 개
화음의 화성 진행을 생성, 이를 반복하였다. 이 때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코드를 나타내는 요소를

반복을 위해서는 마지막 화음과 처음 화음의 화성

근음(Root)및 코드의 종류로 추정하여 단순화 하였다.

진행 역시 자연스러워야 한다. 따라서, 그림 5 과 같이
생성한 화성 진행중 네 번째, 즉 마지막 화음을 첫

 근음 (12개)–한 Octave 내의 음(C, C#, …, B)
 코드의 종류 (3개)-M(Major)/m(Minor)/S(7th)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에는 더 많고 복잡한 코드들도
사용하지만, 모두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 만들어질
수 있는 36 가지 코드들로 대체될 수 있다 [9]. 그러나
곡마다 조(Key)가 모두 달라서 단순히 코드를 이용한
마르코프 연쇄는 화성 진행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림 5. 표 2 의 정보를 이용한 마르코프 연쇄와 생성된
화성 진행. 파란색 State 는 마지막에 올 수 있는 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음악이 가지는 장조(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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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화음으로 Transition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여러 요소와 화성 진행과의 관계를 대응시킴으로써

것으로 선정해주었다. 그림 5 는 표 2 의 정보를
이용해 마르코프 연쇄를 모델링하고 4 개의 코드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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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이어서 나타난 TV 의

요약문

기능적 변화로 스마트 TV 또는 커넥티드 TV 라고

본 연구에서는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 구현을

불리며,

위한 음파 정보 전송 기술 적용 시 콘텐츠 제작
또는

배포

시점에

음파에

정보를

정보를

삽입하는

환경에서의

전송

성공률을

확인하였다.

성공적인

정보

방식이
높일

전송을

iOS

등과

스마트 TV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시청자

수

Android,

마찬가지로 Tizen, WebOS, Android 등 여러

삽입하는

방식보다 스마트 TV 에서 콘텐츠를 재생하기
직전에

스마트폰에서의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기에

나타난

소비자의 열광적 반응에 비해 스마트 TV 는 그

있음을

호응도가

위해서는

낮아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

/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로 OTT(Over

스마트 TV 플랫폼 내에서 볼륨 제어, 이퀄라이징

the Top)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오디오 신호에 대한 후처리 이후에 정보 삽입을

위주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다. [1]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TV 볼륨이 무음 또는

스마트 TV 에 대한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주파수 대역별 신호세기가
사용자 또는 TV 제품별 설정에 의해 임의로

스마트

TV

제조사

또는

스마트

TV

변경되더라도 세컨드 스크린으로 보내고자 하는

업체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정보가 삽입된 오디오 신호는 원형 그대로 전송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 있다.

Android

와 같은 스마트폰 플랫폼처럼

플랫폼

많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제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TV 소프트웨어

스마트 TV, 세컨드 스크린, 음파 정보 전송

플랫폼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개 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TV 플랫폼에 음파를 통한 정보 전송 기능을

1.1 스마트 TV 플랫폼

추가함으로써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세컨드

공중파 또는 케이블 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스크린 서비스를 구현할 때, 보다 높은 성공률로

방송화면을 출력하는 종래의 TV 에 인터넷 연결

세컨드

기능이 추가되면서 TV 업계는 기존의 단순한 방송

스크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력 서비스에서 인터넷 접속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들 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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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

음파 정보 전송 방식의 경우 메인스크린으로
송출될 콘텐츠의 오디오 신호 영역에 정보를 미리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란 스마트폰, 태블릿과

삽입한 후 콘텐츠가 재생될 때 TV 의 스피커를

같은 모바일 단말기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통해 세컨드 스크린 기기의 마이크로 전송되도록

개념으로, 메인 스크린인 TV 를 통해 제공되는

하는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기와 연계하여 시청자에게

정보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삽입하여

시청자가

원본

콘텐츠를

방식은 다른 연결 방식에 비해 서비스 제공 시

TV 시청 중에 나타나는 모바일기기의 사용빈도 및

사용자의 개입을 줄일 수 있고 콘텐츠별로 데이터

그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조사(2016.12)에

베이스를

따르면 TV 시청 중에 약 92.8%의 시청자가 모바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5][6]

단말기를 통해 또다른 경험을 수행하고 있는

2. 관련연구

것으로 나타났다.[2][3]

2.1 음파 정보 전송 방식으로 구현된 기존의

1.3 세컨드 스크린 디바이스의 연결 방식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

세컨드 스크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바일
연결되어

스크린

감상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이러한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의 잠재 가능성은

인터넷에

세컨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파의 비가청영역에

정보제공, 피드백 수신 등 콘텐츠 시청 그 이상의

대부분

통상적으로

서비스는 시청자가 TV 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 중에

콘텐츠 시청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와 관련된

단말기들은

방식이다.

세컨드

있어

스크린

서비스는

메인

스크린에

서비스 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출력되는 콘텐츠와 연관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단,

있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림 1 과 같이 주로 콘텐츠

콘텐츠와의 연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SMS 문자

사업자 또는 방송 유통 사업자 측에서 원본

메시지, ACR(Automatic Content Recognition),

콘텐츠의 오디오신호 내에 정보를 삽입한다. [5][6]

메인

스크린인

TV

에서

송출되고

QR 코드, UPnP, Bluetooth, 음파 정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SMS 문자 메시지의 경우 IPTV 의 홈쇼핑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시청자가 TV 에
휴대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로 관련
서비스 URL 을 받는 식이다.
ACR 방식의 경우 세컨드 스크린 기기가 TV 에서
송출되고

있는

콘텐츠의

오디오

그림 1. 콘텐츠 송출 전, 오디오 신호에 정보를 삽입

신호로부터

음파에

오디오 핑거프린트 정보를 찾아 원본콘텐츠가

정보를

삽입하는

기법은

오디오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관련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워터마킹, 음향 통신, 스테가노그라피 등 여러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핑거프린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연구되어 다양한

정보가

방식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주파수 도메인

사전에

분석되어

데이터

베이스에

상에서의 정보 삽입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4]

[6,7,9,10,11,12], 원본 음향에 영향을 적게 하고

QR 코드 방식은 TV 화면에 QR 코드를 띄우면

삽입된 신호가 시청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시청자가 직접 세컨드 스크린 기기의 카메라로

위해

찍어 코드에 해당하는 서비스 URL 을 실행시키는

초음파

영역에

정보를

삽입하기도

한다.[9][12]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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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솔루션의 문제점

3.2 음파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한 구조

그림 1 에서 표현된 기존 솔루션에서는 TV 의

세컨드 스크린 기기로 전달되어야 할 정보는

내부 동작이 고려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그림 2 에서와 같이 콘텐츠 내에 삽입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TV 볼륨을 낮추거나 주파수

서드파티

특성을 보정하는 이퀄라이저 기능을 통해 정보가

TV 에 전달되며 이는 그림 4 와 같이 이퀄라이징과

삽입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감쇄시켰을 경우

볼륨

에러율이 증가하여 세컨드 스크린 기기가 온전한

삽입되어야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게 된다.[10]

왜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처리

이후
한다.

통해

단계에서
이로써

직/간접적으로
오디오

앞서

언급된

신호에
‘정보

3. 스마트 TV 에서 음파 정보 전송 수행
2.2 에서 설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파에 정보를 삽입하는 과정을 TV 로 송출하기
직전이 아니라 그림 2 와 같이 TV 내에서 콘텐츠를

그림 4. 음파 정보전송 기능이 추가된 멀티미디어

재생하는 시점에 수행해야 한다.

콘텐츠 재생 구조

4. 구현 결과 및 평가
위 3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파에 정보를
삽입하는 동작을 TV 에서 재생 직전에 수행했을 때,
콘텐츠/방송 사업자 측에서 콘텐츠 내에 정보를
미리 삽입하는 이전 방식에 비해 얼마나 정보 전송
성공률을 높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음파에 정보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은 의사랜덤넘버(이하 PN)를
그림 2. 콘텐츠 재생 직전, TV 에서 오디오 신호에

일정

정보를 삽입

분포

직전에 삽입하는 방식(그림 2) 모두에 동일한 정보
삽입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송신부와 수신부

3.1 스마트 TV 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구조

사이의 거리는 2m 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데이터는 스마트 TV 에서

정보

그림 3 과 같이 디먹서를 거쳐 오디오와 비디오
시간에

삽입

알고리즘은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에는 사전에 128 개의 PN 을 공유하였으며

데이타로 나뉘어진다. 이 후 각 오디오/비디오
정해진

고르게

송출 직전에 삽입하는 방식(그림 1)과 콘텐츠 재생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디코딩되어

대역(16~20KHz)에

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콘텐츠

다음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TV 내 콘텐츠 재생

데이터는

주파수

각각의 PN 은 서로 상호상관계수가 0.4 이하로

맞춰

나오도록 선정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각 PN 은

주기적으로 화면 또는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다. 이

ASCII 코드에 매핑되도록 하였으며 전송하고자

때 오디오 데이터는 디코딩 과정과 출력 과정

하는

사이에서 주파수별 특성을 변경하는 이퀄라이징을

정보를

이

ASCII

코드로

작성하였다.

송신부는 공유된 주파수 대역에 PN 을 삽입하고,

수행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볼륨을 적용한다.

수신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PN 으로 추정되는
수치를 추출해 사전 공유된 PN 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함으로써 전송된 ASCII 코드를 알아내도록
하였다.

그림 3. 스마트 TV 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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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볼륨에 따른 상관계수 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다음은 기존 솔루션(개선 전)과 본 연구에서

본 연구를 통해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 구현을

제안한 스마트 TV 에서의 음파 정보 삽입(개선

위해 음파 정보 전송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시의 PN 상관계수를 볼륨 레벨에 따라 측정한

원본

것이다. 개선 전에는 볼륨 레벨이 작아질수록

삽입하는 것보다 해당 정보를 스마트 TV 로 전송한

상관계수도 작아져 정보 전송 오류 가능성이

후 해당 콘텐츠를 재생 시에 스마트 TV 가 정보를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개선 후에는 볼륨 레벨에

음파에 직접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전송 오류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상관계수가 나타나 볼륨에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의한 정보 전송 오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콘텐츠

알 수 있다.

포함하여 여러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플레이어의

콘텐츠의

재생

오디오

시

오디오

영역에

/

정보를

비디오

미리

동기화를

로직상 일부 오디오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변환될
수도 있는데 콘텐츠에 미리 삽입된 정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 솔루션 대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도입

시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그림 5. 볼륨레벨에 따른 삽입신호의 자기상관계수

의해

되어

제공하는

기존에는

없던

콘텐츠와 함께 전달하는 부가 정보의 전송 방식에
대한 표준화 연구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다음은 정보가 삽입된 주파수 대역의 신호
이퀄라이저에

사용하게

플랫폼에서

플랫폼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4.2 이퀄라이저 조정에 따른 상관계수 비교

세기가

TV

조정되었을

문제로 이 역시 향후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때

나타나는 PN 상관계수를 비교 측정한 것이다.
개선 전에는 사용된 주파수 대역 중 18KHz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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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성인식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리드 유저를 대상으로 차량의 음성 AVN (Audio
Video Navigation)과 모바일 기반의 음성 에이전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험을 탐구하여 경험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실제 음성인식 사용자의 행태를
관찰하고자 맥락 질문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개방

코딩을

사용하고

음성인식 사용 경험을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는
음성인식 인터랙션이 운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발견된 변수들을 통해 추후
정량적인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지며, 커져가는 음성인식 에이전트 시장이
자동차 산업으로 유입되며 소요되는 사용자 경험적
요인을 설계 및 개선하는 데 있어 자동차 환경에서의
음성인식 인터랙션 전략 방향에 반영될 수 있다는

Navigation)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음
성인터랙션 기술개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ICT기업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아마존의
알렉사는 BMW, 폭스바겐 북미현대자동차 등 이미 아
마존 AI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9]. 또한 Apple의
Siri, Samsung Galaxy의 Bixby와 같은 모바일 기반의
음성인식 에이전트들이 주행을 보조하는 앱을 지원하
기 시작하며 자동차 환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사
용자는 이런 음성인터페이스를 통해 주행 중 더 복잡한
과업들을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VCS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같은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가적인 버튼 조작이 요구될 수 있
으며, 이때 사용자는 주행 중 주의가 산만해지고 전방
주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Reimer & Mehler[12] 의
VCS연구에 따르면 주행 중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
력하기 까지 사용자가 손을 핸들에서 놓거나 도로에서
눈을 뗀 시간이 총 30초가 넘었다. 이와 같이 과업 복잡
도 (task complexity), 상호작용 지연 (interaction

점에서 실용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delay), 사용자 에러 (user error) 그리고 VCS 에러는
사용자의 잠재적 주의 분산을 유발시키며 인지부하를

주제어

초래할 수 있다[6].

음성인식, 자동차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개방 코딩.

여러 형태의 음성인식 에이전트가 부상하는 가운데, 현
사용자들은 자동차 환경에서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1. 서 론

어떻게 사용하는지 탐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 분산 요소

차량 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는 지금도 꾸준히 발전 중
이다. 운전 중인 사용자가 시선을 전방에 고정하고

들을 관찰하기 위해, 상용화된 음성인식을 활발하게 사
용하는 리드유저를 대상으로 정성적 조사를 진행하였

primary task인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성 인터랙
션 기술은 강화되고 있다. 운전 환경에서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VCS (Voice Control System)는 자동차 제조사

다. 또한 차내 AVN의 음성인식 서비스 외에 모바일 플
랫폼의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혼용하는 운전자의 특성
을 관찰하여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다.

가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체계인 AVN (Audi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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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P4

제네시스 2세대

17년

시리+AVN

P5

벤츠 E240

9년

티맵

일반적인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연구와 함께 사용자의
멘탈모델을 고려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지만[3] 자동

P6

BMW 335i

12년

시리+AVN

차 환경에서의 음성인식과 멘탈모델의 관계에 대한 연

P7

볼보 XC60

15년

티맵

2.1 멘탈 모델

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사용자는 새로운 경험을 통
해 데이터를 모아 기억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음 유
사 경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는데[7], 이런 경
험을 서비스에 맵핑 하여 형성되는 멘탈모델은 인지부
하에도 깊은 연관이 있어 자동차 환경의 음성인식 시스
템을 사용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4].
기업들은 전략에 따라 음성인식 에이전트의 보이스 퍼
소나를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게 만들거나 상황에 따
라 명령 문법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12]. 이는 각 음
성인식 에이전트들이 다른 퍼소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사용자가 경험하는 인터랙션에도 차이가 발생
하며, 모두 동일하게 형성된 멘탈 모델이 아니므로 인지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환경 내 음성인식 에이전트 사용
자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문화기술적 접근법(Ethnographic approach)의 사용자
분석방법으로 맥락 질문법(Contextual Inquiry)을 채택
하였으며, 참여자가 평소에 차량 내 음성인식 에이전트
를 사용하는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참
여자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
터뷰 기록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스마트폰을 통한 부분
영상촬영과 녹음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든 인터뷰 과정
동안 녹음된 정보는 스크립트로 작성하였다.
3.2 분석 절차

적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의 부하가 인지체계의
수용가능 수준보다 높을 때 인지 과부하가 발생하는데

연구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40분간의 인터뷰가

[9] 이는 자동차 환경에서 안전과 직결되어 중요하게

주행 하며 자유롭게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였
고, 필요 시 현재 불편한 점 혹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

고려되는 요소이다.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주로 이동하는 여정을 20여분간

요 파악을 위해 semi-structured interview가 진행되었

3. 연구 방법

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주행 중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과정

3.1 분석대상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사용

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모든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기록

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관찰 및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
구로 설계되었다. 차량 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의 대중

하였으며, 연구자의 기록물 또한 추후 추출된 스크립트
와 함께 분석되었다.

성이 부족한 이유로 충분한 운전 경력과 음성인식 기능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활발하게 사용해온 참여자는 특

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리드 유저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IT기술 및

정 에이전트의 문법과 발화에 익숙해져 멘탈모델이 형
성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얼리어답터가 활동하는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

발생할 수 있는 명령 오류 및 기억 상기(recall)를 탐색

하였으며 질문지를 통해 리드 유저 선별을 진행하였다.

하고자 현존하는 음성인식 에이전트들이 제공하기 어
려운 기능 (공조기 조작 등)을 음성으로 조작하는 과업

질문지는 운전경력, 음성인식 사용 빈도, 음성 인식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등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으로 부여하여 관찰하였다.

7명의 리드 유저를 모집하였다 <표 1>.
3.3 자료 분석

표 1. 표의 서식

번호

차종

운전경력

음성인식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인식 에이전트 사

P1

`13년형 그랜져

15년

빅스비+티맵

용 경험을 개념화하기 위해 근거이론의 개방코딩(Open
Coding)이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유형

P2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4년

빅스비+AVN

P3

BMW 3 series

5년

빅스비+티맵

화하였다[4].
다음으로 도출된 결과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혼용하는 사용자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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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하였으며 그들의 특징과 변수를 포괄할 수 있는

이 그룹은 모바일 기기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상위 범주로 통합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의 분산 요소가 발견되었다. 1)화면을
기반으로 제어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음성인식을

개방코딩 작업을 실시 및 범주화 하며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 시 참여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참여 연구자 모두의 동의를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과업에 대한 피드백 및 확인 절차를
위해 화면을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도로에서 눈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2) 비교적 AVN 보다
작은 화면을 보거나 터치로 조작하며 주의 분산이 매우

4. 결과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 분산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임을

본 연구는 주행 중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사용한 리드

발견하였다.

유저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맥락
질문법을 기반으로 수집한 원 자료의 공통된 정보와
변수를 도출하고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특징, 다중 에이전트 사용, 문법의 수용
및 학습과 같은 3 가지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4.1 사용자 분류

4.2 자동차 환경 내 다중 에이전트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사용하며 각 AVN 과 모바일
에이전트의 장단점을 학습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혼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참여자 P2 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로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가 할인되는데 AVN 의 ‘주변 검색’ 기능이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탐구한 리드 유저 모두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존 AVN 의 음성인식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기반의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AVN 과 모바일 에이전트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크게 3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

에이전트

Smart
Hybrid

AVN+Mobile
혼용

상황에 맞추어 두 에이전트를 혼용

Mobile
Lover

Mobile만
사용

모바일 음성인식 에이전트만 사용

Normal
Lazy

모바일 앱 내
음성기능 사용

앱 에서 제공하는 음성 검색 사용

걸기 및 알림 설정에 용이한 모바일 에이전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터치 및 버튼과 같은
물리적 조작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특정 목적지 검색
혹은 가수 및 제목 검색) 에이전트에 상관없이
음성인식을 통해 조작하는 것을 선호 하였으며 과업의
단계가 많을수록 음성인식이 더 크게 요구되어 ‘긴
과업의 단축키(shortcut)’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 2. 차량 내 음성인식 에이전트 사용자의 분류
분류

모바일 에이전트 내비게이션의 검색기능보다 간편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였으며 음악 듣기, 전화

것을 발견하였다.

특징

“내비게이션에서 터치로 공영주차장 찾기 힘들잖아요, 그냥 ‘주변
공영주차장’ 이라고 말하면 금방 찾아 주니까 매우 편해요” (P2)
“이름으로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듣고 싶을 때에는 AVN 으로
검색이 잘 안돼요, 그런데 빅스비는 ‘신나는 음악 틀어줘’ 라고 해도
자주 듣는 신나는 음악 틀어주니까 운전하면서 사용하기 좋아요”
(P2)

Smart Hybrid 그룹은 모바일 에이전트와 AVN 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적절히 필요에 따라 혼용하는

“주행 중 주유소 같은 곳을 찾을 때나 급할 때는 음성인식을 써요,
손으로 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음성인식이 한번에 안되더라도
손으로 터치 하는 것 보단 두 번 말하는 게 나아요” (P3)

집단이었으며 두 에이전트가 각자 잘하는 기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한정적(AVN- 길안내, 모바일전화/메시지/음악 등)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Mobile Lover 그룹은 AVN 보다
모바일 에이전트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으로 차량의
미디어 환경을 모바일에 최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 기기 는 주행 내내 AVN 과 페어링
되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등 거의 모든 tertiary
tasks[8]를 모바일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4.3 명령 문법의 학습
각각 다른 문법이 존재하는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문법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의 발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특정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AVN 의 경우 명령어를 회상 및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명령어가 제한적이나 모바일 에이전트
는 학습된 문법을 통해 응용 명령이 가능하다. 모바일
에이전트(빅스비) 문법의 특징은 터치로 앱을 조작하는
순서와 유사하게 명령한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에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기 위한 콘셉트 모델과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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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회상 및 암기를 해야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사용자가 모바일

하는 AVN 보다 쉽게 명령할 수 있다.

환경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차량 내 AVN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한 운전경험을 할 수 있도록

“빅스비는 명령어가 쉬운 편 같아요, 패턴만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처음에는 목적어를 빼먹어서 인식이 어려웠는데 금방
익숙해지고 나니 활용도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P3)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통한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중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긴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 모바일 에이전트보다 비교적 간략한 AVN 의
음성인식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긴 명령어를
구사하는

데에도

크게

방해효과(distraction)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더 편하고
잘 알려줘요. 화면도 더 작고 안내 음성도 음악이랑 겹칠 때가 많지만
오래 써오다 보니 불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거의 안내 음성만
듣지 화면은 가끔씩 확인 차 보니까요……” (P1)

사용자는 차량 내 AVN 의 음성인식 환경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져 최적화된 멘탈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바일 기반의 에이전트가 자동차
환경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모바일 에이전트의
명령어가 자동차 환경에서 최적화된 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목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더
익숙한 모바일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모바일 에이전트가 해결하지 못하는 차량
내 전장 제어를 차량 내 음성인식 에이전트가 가능케
해 AVN 에이전트 사용을 독려하고 인지부하를 줄여
주행 중 안전한 음성인식 에이전트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지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성적 조사의 결과는 향후
차량 내 AVN 음성인식 시스템의 멘탈 모델을 설계
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실험에 참가한 리드 유저가 평상시에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빈도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참가자 집단 내에서의 분류를 평소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빈도로 그룹화할 수 없었다. 리드
유저 집단 속에서도 음성인식 사용 빈도와 익숙함의
정도를 다르게 분류한다면 보다 사용자 프로파일이
구체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향후 인지부하를
줄이고 직관적으로 차내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적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용 경험 조사와 정량적 연구가 실행될
예정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 차량 IT 지능화리서치랩과
연세대학교 HCI 랩이 진행하는 과제인 ‘Natural V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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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CAC15113)」의 결과입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맥락 질문법을 통해 차량 내 음성인식
에이전트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주행 중 음성인식 인터랙션을 탐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지부하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운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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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 같이, 2 개의 직각 축에서 독립적인 벨트
모션이 가능한 전방향 트레드밀 (Omni-directional
Treadmill, ODT) 형식이 가장 적합한 전방향 보행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이다. ODT 에서 Y 축 모션은
폭이 좁은 트레드밀인 세그먼트에 있는 자체적인
벨트 회전에 의하여 구현되고, X 축 모션은
세그먼트 전체를 회전시켜 구현하는 방식이다.

요약문
몰입감 있는 가상현실(VR)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보행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여러가지 타입의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전방향 트레드밀 (Omni-Directional Treadmill)은,
기존 1 차원 트레드밀과 달리, 2 차원 무한지면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면과 같은
자유로운 보행 자유도를 허락할 수 있고 가상환경에
대한 몰입감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2D 트레드밀은 시스템의 복잡하고
동력전달의 효율성이 낮으며 상대 운동하는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느린 보행속도의 인터페이스만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2D 트레드밀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2D 트레드밀
시스템을 소개한다. 개발된 시스템의 증진된 속도
및 가속도 성능은 인간의 도약까지 안정적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VR 상호작용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림 1 전방향 트레드밀의 메커니즘

이러한
형식의
전방향
트레드밀은
미국
육군연구소의 ODT[5]와 유럽 Cyberwalk[6]로써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육군연구소 시스템은
Y 축을 구동하기 위한 동력 전달 효율문제가 있으며,
Cyberwalk 는 복잡하고 무거운 시스템 설계로
인하여 X 축 성능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ODT 는 모션성능 한계로 인하여 사용자 자유로운
보행의도를 추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위치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의도 추종실패에 의한
발꼬임 문제가 발생된다.

주제어
전방향 트레드밀, 보행 인터페이스, 가상현실

1. 서 론
VR 응용 기술은 꾸준히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여러가지 훈련 시나리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미와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VR 기술이 산업에 적용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비행기, 철도, 선박 등 교통수단 운용을
위한 훈련 플랫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게임산업에도 점차 적용 추세에 있다.
특히, 보행 인터페이스 장치가 사용자의 보행의도와
같은 무한 지면을 적절히 생성하면, VR 을 통한
시각 피드백과 신체활동의 의한 공간감각에 의하여
실감나는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1]. 실지면과
같은 보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행
인터페이스
장치가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보행방향과 보행속도를 허락하면서 기준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한지면을 생성해야만 한다.

그림 2 개발된 전방향 트레드밀 시스템과 360 모니터로
구현된 VR

먼저 실지면 모의를 위하여 여러가지 메커니즘[24] 이 도입되었지만 회전보행, 측면보행 등이
포함된 전방향 보행의 인터페이스는 제한적이며,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계를 통한
동력전달 효율이 개선된 Y 축 모션 성능과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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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와 경량화를 통한 X 축 모션 성능을 동시에
증진한 ODT 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된 ODT 는
기존 ODT 에 비하여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므로,
인간의 약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및
가속도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개선된 모션
성능은 인간의 약진을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상위
제어기의 제어 지령 (control command)를 잘
추종할 수 있으므로, 기준위치에 대한 강건성
확보가 가능하다.

자체 구동기를 포함하는 Cyberwalk 의 복잡한
세그먼트 보다 매우 가벼운 무게로 설계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치형롤러를 통한 기어 전동으로 Y 축의
성능을 확보하면서, 세그먼트 경량화를 통하여
X 축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개발된 ODT 의 모션
성능 사양은 2 축 모두 최대 속도 3m/s, 최대 가속도
3m/s2 이며, 본 사양은 인간의 자유로운 보행 및
약진의도를 대부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사양이다.
표 1. 개발된 ODT 의 사양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한
ODT 설계, 3 장에서는 전방향 약진을 기준위치에
관하여 강건하게 인터페이스하는 제어기 설계,
4 장에서는 사용자 평가를 기술하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 ODT 설계
그림 3 은 Y 축 모션을 발생시키기 위한 옴니
치형풀리와 옴니 치형풀리가 연속적으로 조립된
상태에서 세그먼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도시한
그림이다.

Item

Specifications

System frame size

2780 ⅹ 3310 ⅹ640 mm

Treadmill active
surface area

2.5m ⅹ 2.5m

Unit segment size

100 ⅹ 2577 ⅹ 70.5 mm

Unit segment weight

9 kg

Total number of
segments

64 units

Total number of
Omni-pulleys

108 units

그림 4 시스템 설계와 모션 발생을 위한 동력부 위치

3. 상위 제어기 설계

그림 3 개발된 트레드밀의 메커니즘

일반적인 옴니휠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는 옴니
치형풀리는 수동 회전이 가능한 치형롤러를 가지고
있다. 개발된 ODT 에 사용되는 세그먼트의 벨트는
치형이 외부에 있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옴니
치형풀리의 치형롤러와 기어전동 상태가 된다.
옴니 치형풀리 연속 조립체가 회전하게 되면
세그먼트
벨트가
구동되면서
치형롤러의
기어전동에 의한 Y 축 모션이 발생된다. 이때
세그먼트를 전체 구동하여 X 축 모션이
발생되더라도 치형롤러는 수동회전을 하면서 Y 축
모션을 위한 기어전동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ODT 는 X 축 및 Y 축 모션을 직교 독립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림 5 상위 제어기 선도 (block diagram),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에서 제어 변수의 변환

전술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개발된 ODT 의 사양
및 설계 개괄은 표 1 과 그림 4 에 도시되어 있다. 표
1 에서 개발된 ODT 의 세그먼트 개당 무게는
9kg 로써, 내부에 세그먼트 벨트를 구동하기 위한

그림 5 는 개발된 ODT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보행
인터페이스를 위한 상위 제어기이다. 설계된
제어기의
입력은
절대
좌표계
(Absolute
coordinate)에서의 사용자의 위치 ([x, y]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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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값 (θ)이다. 이 회전값은 사용자의 회전에 따른
사용자 좌표계 (User coordinate)를 생성하기 위한
변수로써, 그림 5 에 도시된 상위제어기의 지령은
사용자 좌표계 기준으로 발생된다. 발생된 상위
제어기의 지령은 다시 절대 좌표계로 변환되어
모터를 제어하게 되며, 절대 좌표계에서 작동하는
X 축 및 Y 축 속도 정보는 다시 사용자 좌표계로
변환되어 상위제어기로 피드백 된다.

위치오차에 대한 점근적인 (asymptomatic) 수렴이
가능한 강건성을 가지고 있는 비선형제어 기법이다
[7].

4. 사용자 평가

절대 좌표계에서 사용자의 보행의도를 인터페이스
하면서, 기준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제어 명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cd _ system = R z vcd _ user  R z vˆ user
+ R z μuser
w

(1)

𝑑_𝑠𝑦𝑠𝑡𝑒𝑚

𝐯𝑐
= [𝑣𝑐𝑑_𝑋 𝑣𝑐𝑑_𝑌 ]𝑇 은 ODT 의 각 축에 대한
속도 지령이고 𝐑 𝐳 은 Z 축 회전 행렬, 𝐯𝑐𝑑_𝑢𝑠𝑒𝑟 는
사용자 좌표계에 대한 각 축의 속도지령, 𝐯𝑤𝑢𝑠𝑒𝑟 는
사용자 좌표계 기준 사용자 보행속도 예측값, μ 는
기준 위치 추종을 위한 피드백 제어기이다.

그림 6 시스템 구성 선도

그림 6 은 개발된 ODT 와 사용자 보행 인터페이스
상위 제어기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위한 시스템
선도 이다. 상위 제어기는 PXI 시스템에서 1kHz 로
실행되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모션 캡쳐
시스템은 150Hz 로 작동한다. 그림 6 의 각각의
시스템은 Ethernet 으로 연결되며, 통신 프로토콜은
UDP 를 사용한다.

사용자의 보행속도 예측값은 Luenberger 관측기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산출한다.
user

 vˆ w = k o  p - ξ 

user

 ξ = -v c + k o  p - ξ  , ξ  0  = 0

(2)

(3)
vcd _ user  vˆ user
w  ka  q  t  d t   k s  I   2  e  t  d t    sgn  e  t   d t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사용자가
약진 (2.2m/s 이상)하면서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감각은 원형으로 회전하면서 약진하는 것이
된다. 실험 결과는 그림 7 에 도시되어 있으며
실험과정은 연속 3 바퀴를 회전 약진한 것이며, 실험
과정은 “서론”의 그림 2 에 도시되어 있다.

피드백 제어기는 RISE (Robust Integral of the
Sign of the Error)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약진
및 보행을 할 때 발생되는 불확실한 기준

실험 과정에서 실험자는 안정적으로 실험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과도한 사용자
위치 오차로 인한 발꼬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𝐩는 𝐑𝑇𝑧 [𝑥 𝑦]𝑇 로 정의되며, ko∈ 𝑅2×2 는 대각 양수
행렬로써 정의되는 관측기 이득값이며 ξ는 관측기
상태값이다. 그리고 최종 제어기 지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t

t

0

0

0

그림 7 사용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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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의 “시간 도메인의 사용자 위치 오차”를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최대 위치 오차가 0.28m 를
넘지 않고 있으며, 발사이즈 이내의 위치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꼬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몰입감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된 시스템은
고속 및 고가속 성능과 사용자 기준 위치 강건성을
실현함으로써 기존 ODT 시스템이 가진 모션 성능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차후에는 현재 개발된 상위 제어기의 성능 향상을
통하여, 회전 약진 및 보행뿐만 아니라 횡보행, 포복
등과 같이 다양한 보행 (locomotion)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용자 위치오차 궤적”을 보면 인간의 몸의 단면
정도 넓이 안에서 사용자 보행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설계된 상위 제어기가 보행인터페이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치오차를 잘 보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레드밀 모션” 그래프에서는 상위 제어기의
지령과 개발된 ODT 의 현재 모션 속도를 비교
도시한 것으로써, 시간 지연없이 안정적으로
추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동거리”에서는 사용자의 보행 궤적 의도가 실험
프로토콜에 맞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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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

Food craving is one of the fundamental desires of

Comfort food; human-food interaction; mental

human nature. Many HCI researchers used to define
this desire as a problem and have developed its

tracking; electroencephalography (EEG); personal
identification

corrective technology. However, positive aspects of
food craving and food reward has rarely been in the
scope of research. Few studies made its efforts to

1. Introduction

evaluate how food positively interacts with mental

It is well known that daily food intake critically
influence our physical health. Since obesity became

aspects of humans but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because of user subjectivity and
environmental

variations.

Therefore,

we

a serious problem worldwide, a lot of studies have

have

been done to solve the problems focusing on
corrective
technologies
[2,8,13].
Corrective

evaluated the human-food interactions with an
EEG as objective indicator to track the mental

technology made a lot of progressions in physical

activity. We found that when participants have a

health aspect, but we need alternative technologies
to cover mental health [3]. Demands for celebratory

high craving for the certain food, which makes them
feel comfort (hereafter comfort food), their working

technology in food research have been constantly

memory performance and related theta signal

existed but no significant progressions have been
made because it is hard to evaluate. Thus, we tried

increase and stress related high beta signal decrease.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ogress

in

to apply a device measuring mental status to

food-related

demonstrate the interaction between food and
human, celebrating the positive and successful

celebratory technologies in HCI research field.

aspects of human behavior. We tried to verify the
usability of electroencephalography (EEG) as a
celebratory technology in the food-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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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rea which celebrates the positive and

3. Experimental study

successful aspects of human behavior [3]. In the
foreseeable future, we need an indicator which can

The comfort food group and the non-comfort food
group were involved in same experimental design. In
the survey,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s about

predict and evaluate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effect of certain food since it widely takes part in
human decision making related to food selection and

basic information such as age and BMI and comfort
food rate of chocolate based on how much they
consider it as comfort food which was expressed as

maintaining health.

7-score scale. When the experiment started,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close eye for 2
minutes as an EEG stabilization period. Thereafter,

2. Related work and background
2.1 Comfort food: In the view of EI theory

they were instructed to watch the 3-minute film clip
which could evoke negative feeling, especially stress
[1]. The first session of the Sternberg task was

The term “Comfort food” is mostly known as “Any
food consumed by individuals, often during periods

conducted continuously (session 1). When the first

of stress, which evokes positive emotions.” This
concept also includes one’s craving for certain food.

session ended, they ate 15 g of chocolate and
conducted the whole session again (session 2). A

The Elaborated Intrusion (EI) theory can be the

32-channel EEG system (WEEG 32a) along with a

basic theory explaining comfort food effects
[4,5,7,9,10,11,12,14]. EI theory suggests that an

customized EEG-based real-time brain mapping
software (Telescan, LAXTHA Inc., Korea) was used

initial intrusive thought is involved in a cycle of

to acquire data on the cortical activity in the regions

mental elaboration and food cravings are made by
these elaboration. Since these thoughts are

of interests (ROI) during the experiment. All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pleasurable, one is motivated to elaborate the

computer software SPSS (IBM Inc, US). Wavelet

thought, and feel the craving by collaborating
cognitive associations and making mental imagery

transformation and brain mapping was conducted
using and MATLAB (Mathworks Inc, USA).

of the target. These mental elaborations recruit
working memory functions.
2.2 Mental health tracking technologies
There have been direct and indirect ways of tracking
mental health.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Chocolate

which covers indirect ways of tracking mental health,

Control

Session 1

Chocolate

Session 2

O

O

O

O

X

O

difference

between

group

link behavior to mental health [16]. However most
of these technologies have been focused on assessing

Table

1.

The

procedure

chocolate intake group and control group.

mental illness and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schizophrenia etc. Much new progression in
tracking social engagement and sleep patterns have

4. Results

been also made [15]. For the direct way to track

4.1 Behavioral performance

mental health, wearable and wireless EEG solutions
have already been suggested. [17] Among

Sternberg task performance reflects interaction

noninvasive daily life brain monitoring modalities,

between human and their comfort food. With the

EEG is the only one using sensors and mounting
capabilities so that people can wear it during free

Sternberg task performance results, correlation
between Sternberg score and comfort food rating

locomotion.

score were calculated depending on the length of
presented letters to measure the working memory
capacity. The number of letters increased as session
progressed (set size: 3, 5 and 7).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were calculated as score. Sco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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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the time effect which is natural phenomenon as time

correlation with comfort food rating score in the
group with chocolate intake (r=0.4930, p<0.05) so

flows and the learning effect, whole brain activity
was analyzed. Prefrontal theta activity increased

as in the 5-word Sternberg score (r=0.5146, p<0.05).

significantly in comfort food group only after they

3-word

Sternberg

score

showed

ate chocolate (p<0.05) (Figure 1(c), 1(d)).

4.2 EEG results
Among the many factors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we found that the stress and working memory are

5. Implications

highly related to the human – food interaction

Our findings that EEG method can measure and

especially to the comfort food effects.
Significant changes of high beta oscillation (23-36

reflect human-food mental interaction will play
critical role in developing celebratory systems. One

Hz) which reflects stress related signal in prefrontal

possibility is to allow users to see their collected

(Fp1, Fp2) and frontal (F3, F4) regions appeared
after eating comfort food. Prefrontal high beta

mental data toward various foods and these can
provide users exciting and pleasing experiences with

oscill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comfort

what they are going to eat today. Additionally, by

food group compared to the non-comfort food
group (p<0.05). High beta activity in the frontal

collecting a various mental data related to food,
users can add the certain ingredient or a certain food

region also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omfort

while they cooking or ordering meals. The

food group compared to the non-comfort food

application of objective mental data in food
technology has been limited so far. Therefore,

group (p<0.05) during the task. Brain mapping
shows distinct significant decrease of high beta

demonstrating the usability of the EEG in the

oscillation in the comfort food group compared to

human-food interaction field must have been
studied in advance. Food is a multi-trillion dollar

the non-comfort food group after chocolate intake
(Figure 1(a)). However, there was no such

per year industry, and even a small change can be

significance in the group without chocolate (Figure

quite valuable [6]. In this study, we made directions
suggesting a new objective method for evaluating

1(b)).

(a) With chocolate
- high beta

(b) Without chocolate

(c) With chocolate

- high beta

(d) Without chocolate

- theta

- theta

Fighure 1. (a)and (b) shows brain mapping of p-values of high beta EEG with and without chocolate, p value was someafter
eating chocolate and not eating chocolate. P value was computed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comfort food group and noncomfort food group.

Significant changes of theta oscillation (4-7 Hz)
which reflects working memory capacity in

human-food interaction and how to evaluate

prefrontal (Fp1, Fp2) regions were appeared after

interruptive tracking method. We expect that future
directions of comfort food are to design the

comfort

eating comfort food. Among the whole brain areas,
prefrontal area of the brain was highly activated

food

celebratory

after the comfort food intake (p<0.05). To eliminate

with

system

non-invasive

which

helps

and

non-

people

find

individual’s personalized healthy comfort fo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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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sign the applications so that this evaluation

Computing Systems, ACM Press (2017), 4069-

method could be used in the various fields not only
daily life but also in the field of food psychotherapy,

4081.
9. May, J., Andrade, J., Kavanagh, D.J. and
Hetherington, M. Elaborated intrusion theory: a

food system design, mental treatment etc.

cognitive-emotional theory of food craving.
Current Obesity Reports (2012),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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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조직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

요약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금융 산업에서는 투자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언급될 것이다.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 관련 뉴스 분석을 통해 투자 의사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Tool 을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13, 14].
미국 투자기관 골드만 삭스는 금융 시장 분석 및

정보를 발굴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금융

이를 위해, 종목별 주가 변동 추이와 뉴스에 등장하는
종목별 키워드 발생 빈도 추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목별

상승/하락

연관

트레이딩을

인공지능

솔루션

켄쇼(Kensho)에

의존하고 있다. 켄쇼는 다양한 금융 관련 이벤트(e.g.
노동통계청이 월간 고용지표를 발표) 발생 시, 다양한

키워드,

키워드별 상승/하락 관련 종목을 도출하였다.
2015 년, 2016 년에 생성된 증권 관련 뉴스 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 및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5 분만에 투자 방향과 실적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생성한다. 분석 결과는 도표, 그래프 등을

480 만건을 대상으로 TF-IDF, LDA 등을 활용해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주가 추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키워드를

통해 제시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즉각적인 투자

도출하였다. 또한 Word2Vec 을 통해 종목별 관련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17].

키워드별 유사 키워드를 도출해 종목 및 키워드

이 외에도,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금융 산업과 관련된

탐색의 폭을 확장 시켰다.

통찰력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금융산업
내에서는 최근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업무의

주제어
빅데이터, 키워드분석, TF-IDF, Word2Vec, LDA,

효율성을

코사인 유사도, 정보시각화, 이슈 트래킹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3,5,7]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SNS
상에서의 투자자들의 특정 주식에 대한 감성 분석

1. 서론

등을 활용해 기존의 주가 예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의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수집 및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2]. 또한, 금융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저장 속도(Velocity)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특성을
3V 로 정의 했으나, 최근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Veracity)과 데이터 분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6,10,16].

결과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Value) 측면에서도

금융 관련 뉴스에서 발생한 키워드를 시간의 흐름에

빅데이터 특성을 정의하면서 그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4]. 이 중에서도 ‘가치’는

따라 탐색할 수 있는 시각화 툴은 제시한 기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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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특정 기간동안 자주 발생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10], 정보 전달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시기별 키워드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주가의
추이와 키워드 발생 빈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주가의 변화 추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방대한 양의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종목별

주가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높은

키워드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Tool 을 제공하는

그림 1 연구 방법 요약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뉴스 기사에서 종목별로

연구 과정은 그림 1 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유의미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뉴스 기사 기반 관련주,
유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또한, 종목별 주가 변화
추이와

키워드

발생

빈도

추이를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종목별 관련주,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통합적으로

‘키워드별 유사 키워드, 상승/하락 연관 종목’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종목별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키워드별 상승/하락 연관 종목을 도출하였다. 분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결과를 그래프 등을 통해 시각화 함으로써 종목별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 뒤, Word2Vec 을

연관 키워드, 키워드별 연관 종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적 이슈 트래킹

통해 뉴스 기사 상에서 유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시스템(Intelligent

두 번째로,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 연관

Issues

Tracking

종목 및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System)을

구축하였다.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종목과 키워드가 문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를 측정해 동시 발생 행렬(Cooccurrence Matrix)을 구축하였다. 특정 종목에 대한

2. 연구범위 및 방법
약 2 년간 생성된 증권 관련 뉴스 기사 약 480 만건을

뉴스 문서 모음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를 특정

기반으로 종목별 유사 종목, 종목별 상승 연관 키워드,

종목에 대한 연관 키워드로 도출하기 위해 TF-

하락 연관 키워드, 키워드별 유사 키워드, 키워드별
상승 연관 종목, 키워드별 하락 연관 종목을 시각화

IDF 를 적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뉴스는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어, 주가의 움직임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적

관련성이 높은 토픽과 단어군을 추출해 내기 위해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LDA 분석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종목별로
유의미한 상위 100 개 키워드군을 도출한다. 이후,

2.1 Dataset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주가의 추이가 유사한

2015 년 1 월 ~ 2016 년 12 월 증권 관련 뉴스 기사
약 480 만건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어를 탐색하기 위해 주가가 상승할 때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키워드, 주가가 하락할 때 유사한

종목별 키워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종목을

움직임을

언급하고 있는 시황 정보, 광고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약 8 만건 이상의 뉴스를 제거하였다. 기사

보이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가의 움직임과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값을 산출하였다.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성 내용 또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거하였다.
2.2 연구방법
TF-IDF, LDA, Word2Vec,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와 같은 분석 기법을 활용해 종목별 뉴스
기사에서 유의미한 키워드, 키워드 관점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등을 탐색할 수 있는 투자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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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연관 키워드 추이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 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구축한

특정 문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자주 등장하는
중요 단어를 도출 가능하다[11].

시스템은 분석 대상 기간이 증가할 경우, 해당 기간

TF 와 IDF 값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본

동안 생성된 뉴스 기사와 주가 추이를 반영해 분석
결과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 연관

연구에서는 TF 값으로 문서 내에 특정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바탕으로 로그 스케일 빈도를

종목이 동적으로 변화 가능하다.

사용하였으며, IDF 는 전체 문서의 수를 특정 단어를

Word2Vec, TF-IDF, LDA, 코사인 유사도 분석의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수로 나눈 뒤, 로그를 취한

목적, 방법, 본 연구에서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값을 사용하였다.

• Word2Vec
Word2Vec 은 단어 벡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로, 단어의 언어적 맥락을 재구성하도록 훈련된
신경망 모델(Neural Networks)이다. Word2Vec 은
: 문서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

텍스트로 구성된 큰 말뭉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 문서 집합 내 특정 문서

수백 차원의 벡터 공간을 생성하며, 코퍼스의 각 고유
단어는 해당 벡터 공간 상에서 벡터 값을 할당 받는다.
워드

벡터는

코퍼스에서

공통

: 문서 내 특정단어의 빈도수
: 문서 집합 D 의 크기, 또는 전체 문서의 수

맥락(Context)을

: 단어 t 가 포함된 문서의 수

공유하는 단어가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도록
벡터 공간에 배치된다. Word2Vec 알고리즘을

•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사용하여 생성된 임베딩 벡터는 벡터 공간 내에서

말뭉치로부터 토픽을 추출하는 토픽모델링 기법 중

단어의 의미가 수치 및 방향 등으로 내재되어

하나인 LDA 는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문서에 대한 각
문서에 등장하는 주제에 대한 확률 모형이다. 분석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Word2Vec 을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

활용했다. 첫째, 특정 종목과 약 2 년간 생성된 뉴스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

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기사 관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종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특정 키워드가 약 2 년간 생성된 뉴스 기사

예측하는 방법론이다[1].

관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 번째 토픽에 할당된 번째 문서의 단어 빈도
: 번째 토픽에 할당된 단어
빈도

복수의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존재할 때,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잘

: 번째 문서에 번째로 등장한 단어
: 문서 토픽 분포생성을 위한 Dirichlet 분포 파라메터
: 토픽 단어 분포생성을 위한 Dirichlet 분포 파라메터

드러내 줄 수 있는 핵심 단어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지를 통계적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 사용자가 지정하는 토픽 수
: 말뭉치에 등장하는 전체 단어 수
: 번째 문서의 번째 토픽과의 연관성
: 번째 문서 번째 단어
의 번째 토픽과의 연관성

TF-IDF 는 TF(단어 빈도, Term Frequency)와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이다. TF 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군 내에서 전체적으로 자주

본 연구에서는 LDA 를 사용해 주가의 움직임과
관련성이 높은 토픽, 관련성이 낮은 토픽을 도출해
관련성이 높은 토픽에 속해 있는 단어군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단어는 특정 문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될 가능성이 낮다. 한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빈도를 DF(문서 빈도, Document Frequency)라 하며,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내적공간의 두 벡터간 각도에 대한

이 값의 역수를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며, IDF 를 TF 에 곱해줌으로써

코사인 값을 의미한다.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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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경우 1, 두 벡터가 직각인 경우 0,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경우 -1 의 값을 갖는다.

특정 종목에 대한 관련주는 증권 관련 뉴스 기사를
학습한 Word2Vec 모델을 기반으로 종목간 유사도를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코사인 유사도 값은 다차원

산출한

공간에서 특정 두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관련주는 표 1 과 같으며, 유사한 업종에 속해 있는

사용되기도 한다[15].

기업이 유사 기업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이다.

‘LG

생활건강’

종목에

대한

표 1. ‘LG 생활건강’에 대한 상위 유사 키워드 예시

번호

종목

유사도

1

아모레퍼시픽

0.845247

2

에이블씨엔씨

0.733292

3

한국콜마

0.718542

빈도 추이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값을 산출하였다.

4

코스맥스

0.705016

상승 연관 키워드, 하락 연관 키워드, 상승 연관 종목,
하락 연관 종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키워드 발생

5

코리아나

0.655226

: 일별 단어 출현 빈도
: 일별 종합주가지수 대비 주가 변동폭

본 연구에서는 종목별 주가 변동 추이와 키워드 발생

빈도, 주가 변동폭이 큰 경우에 더욱 큰 가중치를

• 특정 종목의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도출

부여함으로써 주가 변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는 TF-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유의미한 키워드 도출이

IDF 와 LDA 를 통해 종목별로 유의미한 키워드 상위

가능했다.

100 개를 도출한 뒤,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순위화 하여 도출되었다.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을

분석 과정에서 주가 변동 추이는 종합주가지수 대비
주가 변동폭을 사용했다.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상승/하락 연관 종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장 마감

분리하여 각각의 주가 추이와 키워드 발생 빈도
추이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함으로써 주가가

시점’을 기준으로 ‘장 마감 시점(t)’ 이전에 발생한

상승 또는 하락한 날의 주가 변화 추이와 유사한

키워드는 당일(t)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로 판단하였으며, ‘장 마감 시점(t)’ 이후에

흐름을 보이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발생한 키워드는 다음 날(t+1)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로 판단하였다.

3. 결과
‘종목별 관련주,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페이지’,
‘키워드별

유사

키워드,

상승/하락

연관

종목

페이지’로 구성된 종목별 주가 추이와 관련된 키워드,
키워드 발생 빈도 추이와 관련된 종목을 탐색할 수
있는 지능적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종목, 키워드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종목명
및 키워드 검색 페이지’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보다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 종목별 관련주,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그림 3 종목별 관련주,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페이지

특정 종목과 관련된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해당
종목과 유사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관련주 분석

3.2 키워드별 유사 키워드, 상승/하락 연관 종목
증권 관련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특정 키워드와

결과는 그림 3 과 같이 ‘종목 페이지’ 상단에

유사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사 키워드는
Word2Vec 을 활용해 도출되었으며, 그림 4 와 같이

위치시켰다. 특정 종목과 관련된 상승 연관 키워드,
하락 연관 키워드는 ‘종목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키워드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페이지’

구성하였다.

• 특정 종목의 관련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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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는 ‘종목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가능했다. 또한, 코사인 유사도 도출 전에 TF-IDF,
LDA 를 사용해 종목별 키워드 풀(Pool)을 구성한 뒤,

위치시켰다.

주가 변화 추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상승 연관

• 특정 키워드의 유사 키워드 도출

키워드, 하락 연관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종목별
주가 변화 추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유사 키워드는 ‘특정 종목의
관련주 도출’과 유사하게 증권 관련 뉴스를 학습한
Word2Vec 모델을 기반으로 키워드간 유사도를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Word2Vec 을 활용해 뉴스 기사를 학습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종목별 관련주, 키워드별

산출한 결과이다. ‘디스플레이’ 키워드에 대한 유사
키워드는 표 2 와 같으며, 사용자에게 키워드별 관련
종목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를

유사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키워드가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에 동시에 등장하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표 2.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위 유사 키워드 예시

이는, 상승 연관 키워드, 하락 연관 키워드를 도출할

번호

키워드

유사도

1

LCD

0.842496

2

OLED

0.817959

3

AMOLED

0.771579

4

반도체

0.763784

5

플렉서블

0.732994

때, 해당 키워드의 긍정/부정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보다 긴 기간동안 발생한 뉴스 데이터를 본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뉴스를 10 년동안
생성된 뉴스로 확장할 경우, ‘아파트’라는 단어는
특정 건설 회사의 긍정적인 키워드로 인식되는
시기와 부정적인 키워드로 인식되는 시기가 확연하게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개별 뉴스에서

• 특정 키워드의 상승/하락 연관 종목 도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긍정, 부정 맥락을
고려한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특정 키워드에 대한 상승/하락 연관 종목 또한 특정
종목의 상승/하락 연관 키워드 도출 방법과 유사하게

있다.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키워드 분석 구간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동적으로 키워드 및 종목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Word2Vec 분석을 여러 시기에 걸쳐 수행할 경우,
시기별로 특정 종목과 유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종목이 변화할 것이다. 이는 향후, 특정 종목과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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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ﬂix, which can be described as a personalized

Abstract

TV to an extent, distinguish individual users

Diary studies have been used as a way to record
experiment

participant

behavior

and

based on what they watch and recommend

data.

personalized content [1]. Individual preferences

However, diary studies may not be suited for

in channels and programs are certainly present,

certain activities, like television viewing, which

but previous studies demonstrate that these

are passive in nature. In this study, we walk

preferences take a back seat in group settings,

through our attempt of a data-driven approach

as

in collecting behavioral data with television

at

each

house,

we

9]

show

family

member

programs watched. TV watching behaviors are

experiment with 14 households. Through a data
installed

[3,

composition has an affect on the type of

viewing as a case study. We conducted a 14 day
logger

studies

shown to be influenced by more than individual

take

preferences, and it is important that these

quantitative data in IR log data, Bluetooth data,

factors are correctly identified.

brightness data and IPTV packet data and
combine it with qualitative data collected from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s

in-situ chatbot surveys. We have gained valuable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 context of the

insights from the collected data, which may have

household affect their use of the television

not been available if collected through diary logs.

through data. We start by investigating the
social contexts of the house and the living room,

Keyword

as well as studies about television watching

Social Context, Television Viewing, Behavior Data

tendencies of various families and individuals.

1. Introduction

We then take

a

data-driven

approach by

collecting various behavioral data related to TV

When studying the usage of shared devices,

watching

context of the usage situation is important on

that

includes

television

remote

controller IR (infra-red) logs, IPTV (Internet

figuring out the exact intent and user of the

Protocol

device. We want to see who is using the device,

Television)

packets

and

program

information, bluetooth tracker signal data, and

when is the device being used, how is the device

brightness data near the television from a

being used, and who else is the user sharing the

photoresistor. We also collect in-situ surveys in

device with.

the form of chatbo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 the case of the television, which is the focus

needs and wants during a TV viewing session.

of this paper, it is well documented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sets are

individuals, groups of people, and households

collected and used to present our findings on

use the television differently [15]. YouTube and

- 357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the

television

viewing

behaviors

of

14

While

this

method

may

have

been

the

convenient way to collect the intricacies of

households.

television viewing behaviors, we have devised an
automated

2. Related Work

method

of

collecting

television

viewing data. The next sections provide further

Television viewing has long been a social

explanation and insight on how we collected and

behavior in the household. Various studies have

analyzed data to gain knowledge of television

investigated how the Television shapes social

viewing behaviors.

interactions [10, 8, 12] and how different social
interactions come up from Television viewing.

3. Methodology

Vanattenhoven and Geerts [15] have studied
how

the

different

composition

of

family

We have designed an automated data logger to

members watching TV determines the programs

collect four distinct logs of data: 1) television

watched. The authors have also discovered how

remote controller IR logs, 2) IPTV packets (later

the time of day, in relation to the actual week

matched with program information), 3) Bluetooth

and on personal schedules affect their television

tracker signal data, and 4) brightness data near

viewing behaviors.

the television from a photoresistor. A survey
chatbot was implemented to collect contextual

More recent studies have looked at how people

information related to TV watching. The detailed

are interacting with the television with their own
second-screen

devices.

These

studies

methods of using chatbot-based surveys are

have

discussed in a separate work.

mainly looked at how the use of smartphones
have decreased their devoted attention to the

The implementation of a data logger offers

television [16, 2]. On the other hand, these

various advantages over previous studies that

devices have instead sparked more interest

have relied on human observations and active

towards the content that is being broadcasted

diary recordings.

[7]. The use of social networks have enabled

First, this automated setup has allowed the

world-wide engagement in television related

collection of data with minimal home intrusion.

SNS activities [6].

It has been observed that researchers present in

These studies have all conducted their research

experiment setups can affect the behavior of

using diaries as their main tool of data collection.

participants,

Diaries are customized notes that are provided

more importantly, feigned interactions that may

to experiment participants to keep note on what

have a big impact on the study.

has happened during the experiment. These

causing

uncomfortableness

and,

Second, the data logger is designed to not

diaries would have points and questions that

burden the participant during the duration of

would be useful to the researcher, and the

the study. Previous methods have required

researcher would have to go through a coding

participants to actively record their television

process after the experiment to extract the data

viewing behaviors in detail. This method relies

from the diary entries.

much of the data collection on recording the
details in the right moment and forma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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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require a learning curve and may suffer

Finally

for the IPTV[4] packet

from inaccurate records. These studies also tend

includes information about which channels are

to ignore the first few and last days of the

being watched at what time, we hook up our

experiment due to the learning curve. The use of

Raspberry Pi 3 module to the same AP (Access

an automated data logger allows the data

Point)

collection to be processed in the back without

connected to. By using the ‘tcpdump’ library, the

explicit knowledge of the user.

Raspberry Pi 3 is able to track multicast IP

router

that

the

TV

data,

set-top

which

box

is

packets used for data transfer in IPTV systems

3.1 Data Logger Design

The Raspberry Pi 3 module acts as the central

The data logger implemented, as shown in

computer and data storage unit of the data

Figure 1, utilizes a Raspberry Pi 3 1 module with

logger.

two sets of Arduino Uno 2 sensors connected to

All

four

types

of

log

data

are

timestamped and stored onto the Raspberry Pi 3.

the device. One Arduino board obtains the IR

At the end of each day, the data logger uploads

signals of the remote controllers via an infra-red

all obtained data over

receiver, and produces a time-stamped log with
the button’s name when a certain button is

to a server, which then can be accessed by

pressed. The second Arduino board is connected

researchers.

to a photoresistor, which will output high

installed at each participant’s home at beginning

numbers under bright light, and low numbers

of the experiment. The installation happens

under dim light.

simultaneously with the pre-experiment interview,
minimizing the number of visits we make to a

Bluetooth data is collected via the transmit

household.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the

signal of a Bluetooth-enabled life-style logging
armband

called

Misﬁt.

Each

This automated data logger is

researchers visit the house again to conduct the

experiment

post-experimentation interview and retrieve the

participant is given a Misﬁt for the duration of

data logger.

the experiment. Each Misfit armband has its own
MAC address that we use to roughly track a

3.2 Experiment Overview

person’s movement inside their house. The

Figure 1

Data Logger Design

closer the participant is to the data logger, th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etween June

higher the recorded transmission power will be.

2017 and August 2017. A total of 30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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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3 households from and near Seoul, South

4. Findings

Korea were recruited for the main study. From

4.1 General TV Viewing Activity

the 13 households, a total of seven individuals
have opted out of the study. We have recruited

Over the course of 14 days from 13 participant

13 families of diverse household types, with one

households, the average time spent watching

single member household, five one-generational

television was 538 minutes. The high number of

households,

two-generational

minutes of television watching may be attributed

households. The largest family had five members,

to the recruiting pool for our experiment. We

consisting of

have

and

seven

two

parents and their three

exclusively

recruited

for

families

that

teenage children. The age of participants ranged

average over 5 hours of daily television viewing

from 16 to 59 years old. Each household would

for

participate in the experiment for 14 days. In

interactions shape TV viewing tendencies. The

cases of family vacations and other unforeseen

number of family members may have also

circumstances (e.g., power outages) that resulted

contributed to this statistic. All but one of our

in missing data,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participating households have more than 2

continue the experiment until 14 days’ worth of

members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two weeks,

minutes spent on watching TV is bound to go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to Facebook

up

Messenger chatbot surveys when prompted. At

requirements.

the start and end of the experiment, two

Within

researchers would visit the household to conduct

participants turned the TV on 2.1 times on

the

interviews,

average per day during the experiment. Each

was

also

time they turned on the television, it remained

respectively installed and retrieved during the

on with an average of 258 minutes. Participants

two visits.

recorded an average of 7.9 channels viewed

pre-

respectively.

and
The

post-experiment
data

logger

in

order

per

when

to

fully

household,

combined

these

observe

with

numbers,

and

how

the

social

average

our

recruitment

the

experiment

each day, while staying on a single channel for
45.6

minutes

on

average.

This

number

is

equivalent to watching 1.3 TV programs on a
singl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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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olume levels and patterns of a participant household

When participating households were watching

4.2 Household-specific Data Patterns

television

The 14 experiment days have given data on all

family

watched television. This allowed us to have a

light

data

members

could

enjoy.

Entertainment

when an individual was to watch television alone,

deduce that each household had its own pattern
The

television

programs watched in a social setting. In contrast,

observing the data patterns, we were able to
TV.

the

shows, and news programs have headlined the

pair of data on each day of the week. By

watching

usually

programs were circled around content that all

the times that the participant households have

of

together,

the types of television programs watched have

collected

turned diverse. This represents the individual

indicated general times of activity inside the

user’s preferences in television watching, and

house, along with the times that the house was

that users tend to sacrifice their wants when

empty.

watching television together.

The Bluetooth data, along with the chatbot

Another aspect where individual preferences

survey answers, has allowed us to obtain the

were spotted was in the volume of the television.

intricacies of movement and activeness of the TV

From the IR data,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viewer. The “spiking” recording of Bluetooth

general pattern of volume changes of each

signals indicate large movement within the

household. While each household had a different

house, compared to a relatively flat line with

range

little variation to when the user is sitting down

of

volumes,

generally

the

patterns

matched the pattern of the brightness: morning

and focused on the TV. Chatbot survey answers

and late-night television viewing sessions having

allowed us to delve into the actual activities of

low

the participant.

volume,

while

the

afternoon

had

comparatively large volumes, as seen in Figure 2.

4.3 Social Aspects in Television Viewing

Within this general volume change pattern, each

Combining all types of data logs, we were able

household had a different range, which could be

to distinguish that television viewing follows a

traced to the different environments of each

general social rule in terms of kinds of television

household. Participant households in apartments

programs watched and mostly in the actual

had to be aware of “leaking” their loud television

volume of the television.

sounds

to

other

households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Environmental factor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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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se would greatly affect the volume range

Proceedings

of

the

8th

ACM

SIGCOMM

of each household.

conference on Internet measurement conference
- IMC ’08 22 (2008), 71.
5.

5. Conclusion

Jordan

Crook.

2015.

SmartThings

Samsung Team Up To Make Your TV A Smart

This study has given a glimpse into what insights

Home

automated data collection can give, especially in

https://techcrunch.com/2015/12/29/

an unobtrusive manner. Experiment settings can
at

automating

the

data

Hub

|

TechCrunch.

(2015).

6. Mark Doughty, Duncan Rowland, and Shaun

somewhat be unnatural to participants, and our
attempt

And

Lawson. 2012. Who is on your sofa? Proceedings

collection

of the 10th European conference on Interactive

process has proved the possibility of making

tv and video EuroiTV ’12 (2012), 79.

experiment setting as natural as possible.

7. Gunnar Harboe, Noel Massey, Crysta Metcalf,
David Wheatley, and Guy Romano. 200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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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요약문

이런

취약한

패스워드는

유출을

통하여

침입자에게 거짓 인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2]

이 연구는 리모트 컨트롤의 사 방향 키를 활용한
이용한 개인 인증 방식에 대한 보안성을 확인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하나인 스마트 TV 의 활용도 또한

것이다. 스마트티비를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다양하게 변하고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개인 인증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PIN(Personal

제공되는

Identification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 기존에 존재하던 인터넷 서비스가

취약성을 강화하기 위해 4 방향 PIN 방식 패턴에 두

TV 에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단계의 압력을 추가하였다. 강,약의 두 단계의 압력

따라 TV 에서도 역시 사용자 인증을 통한 서비스

단계만을 추가하여 엿보기 공격 실험을 통해 확인한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 엿보기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강화되는 것을

하지만 TV 는 기존의 PC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의

Number)의

엿보기

공격에

확인할 수 있었고, 패스워드 유출도 정도에 대한

서비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신규

서비스의 접근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보안에

검증을 통해 압력에 대한 보안 강화 정도를 확인할 수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TV 에서 가장

있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인증 방식은 숫자

주제어

4

자리로

구성된

Identification

Finger Pressure Force , 개인 인증, 생체 인증, 엿보기

요구되는

공격, 리모컨 인터랙션

사용자

식별

Number-PIN)가

PIN

입력

상황은

번호(Personal

주이다.

이

모바일

기기나

때

ATM 기기와 같이 기존에 PIN 을 입력해야 하는

1. 서 론

상황과 비교할 때 몇가지 제약 조건이 따른다.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증가로 인해

TV 의 제약 조건으로는 첫째, TV 는 리모컨을

인터넷 기술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방식에 제한이 있다. 모바일

성장하고

사용자에게

기기나 ATM 기기와 같은 기존 PIN 입력 환경에서는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을 요구하는데 이때 입력을

키보드 혹은 터치 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숫자를

요구하는 패스워드 인증은 가장 흔한 사용자 인증

입력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TV 의 경우 리모컨을

있다.

이런

서비스들은

복잡한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물론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모바일 연동이나 통합 ID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약한 수준의 패스워드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고 이 또한

패스워드는 보안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사용자에게

방식으로

사용된다.[1]

하지만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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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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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제조하는 리모컨에는 서비스의 의도와

추가적인 다른 행위를 추가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제약은 더욱

인증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유일한 입력 장치인

2. 실험 및 결과

리모컨의 숫자 버튼을 없애고 방향키를 포함해
몇가지 주요 핫 키만 남는 형태로 점차 간소화되고

본 연구의 실험은 총 2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있기 때문에 PIN 입력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험은 파일럿으로 아이폰의 포스 터치 기술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 서비스들은 각자의 PIN 을

활용하여 총 28 명의 참여자에게 엿보기 공격

입력할

온스크린키보드(On-Screen

테스트를 진행하여 압력 값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Keyboard : OSK)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식이 엿보기 공격에 얼마나 강력한지 실험해

가고 있다.

보았다. 두번째 실험은 실제 TV 리모컨을 활용하여

수

있는

동일한 엿보기 공격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해

둘째, TV 는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에 비해 엿보기

보았다.

공격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TV 는

2.1 아이폰 포스 터치를 활용한 실험

디바이스 특성 상 다른 사람이 엿보기 쉬운 공개적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리모컨을 이용한 입력

첫번째 실험은 리모컨 키와 유사한 형태의 앱을

외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키보드 등을 이용한 PC

개발하여 엿보기 공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패스워드에 비해 그 보안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압력 값을 활용한 인증의 보안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OSK 를 사용한 인증 방식은

테스트를 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IPhone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공유하는 특징으로 인해

6s 이며 해당 앱은 숫자, 4 방향, 압력이 추가된 4 방향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엿보기 공격(Shoulder surfing

이렇게 3 가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 압력

attack)의 위험이 있다. 엿보기 공격이란, 사용자의

4 방향의 압력 값은 강하게/약하게 2 가지로만 구분

PIN 입력 장면을 어깨너머로 관찰하여 PIN 에 대한

하였고 아이폰의 최대 압력 값인 0.337N 의 75%인

일부 또는 전체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0.25N 을 기준으로 이보다 강하면 “강”입력, 약하면

따라서, 스마트 TV 사용시 안전한 PIN 입력을

“약”입력으로 구분하게 하였다.

위해서는 엿보기 공격을 방지하면서 TV 의 제한적인

실험 참여는 총 28 명이 진행하였고 참가자는 가장

입력 방식을 고려한 적합한 PIN 입력 방식에 대한

먼저 엿보기 공격 실험(Shoulder Surfing Attack Test,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더이상 숫자 키에 대한

SSA Test)에 참여하였다. SSA Test 는 실험 진행자가

지속성이 없어진 배경으로 D-pad 를 활용한 사용자

주어진 패드를 이용하여 숫자(Number PIN, NUM),

인증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PIN 입력과

4 방향(Direction PIN, DP), 누르는 세기를 조정한

관련하여 Binary 방식, LIN 방식, Color PIN 방식 등

4 방향(Direction PIN with Pressure, DPP)의 3 가지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어왔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안전성

혹은

편의성에

있어서

문제를

PIN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입력하면, 그것을 훔쳐보고

가지고

유추하는 실험으로 구성된다. 해당 실험 절차는

있다.[4][5] 특히 리모컨을 사용하여 PIN 을 입력해야

다음과 같다. 실험 참여자와 진행자에게 동일한

하는 TV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이폰 세트가 주어지고 진행자는 미리 숙지한 입력

그러므로 본 연구는 리모컨의 사 방향 키에 이를

값을 실험 참여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입력한다.

누르는 압력 값을 적용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이때 실험 참여자는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엿보기 공격 보안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 방향

훔쳐보는 것이 가능하고 진행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키는 4 개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본인의 앱에 입력한다. 각 3 가지 방식당 5 번의

수가 256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엿보기 공격에 의해

비밀번호가 주어지고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입력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

세트를 사용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보안을 위한 추가적인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버튼
압력 값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압력 힘을 이용한 보안 방식은 엿보기 공격에 상당히
보안성이 상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3][6]
사용자

인증

방식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7] 누르는 행위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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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PIN 보다도 Shoulder Surfing 에 취약하지만
Direction PIN 에 Pressure 를 추가한 방식은
Number PIN 보다 보안 정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공격 성공 점수 (10점 만점)

10

그림 1 아이폰을 활용한 SSA 테스트 결과

실험 1 의 결과는 압력을 추가한 4 방향 방식(M=1.26,

9
8
7
6
5
4
3
2
1

SD=1.26)이 숫자(M=4.56, SD=0.64)와 4 방향 방식

숫자 (NUM)

(M=4.56, SD=0.64)과 비교하여 점수가 낮았고 이는

방향 (DP)

방향+압력 (DPP)

단순하게 압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엿보기 공격에

그림 2 리모컨을 활용한 SSA 테스트 결과

대한 보안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 분석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실제 비밀번호와
얼마나 유사한 지 판단하기 위해 각 PIN 타입 별 평균

2.2 두 개의 압력 값을 활용한 리모컨 인증 보안성

Levenshtein distance 값을 알아보았다. Levenshtein

두번째 실험은 실제 리모컨과 압력 센서를 활용하여

distance 는 사용자 입력이 정답과 같아지기 위해

압력의 보안성 확인을 진행하였다. 총 36 명의 참가자

최소 몇개의 삽입, 삭제, 교체를 수행해야 하는지

(나이 M=24.86 , SD =3.17)가 참여하였고 참가자는

알아보는 것으로 패스워드의 일치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번에는 TV 리모컨을 사용하여 실험 1 과 동일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듬이다.[8] 이 실험의 경우

SSA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실험 진행자가 압력 센서가

4 자리 모두 동일하면 distance 값은 0 이고 모두

장착된 리모컨으로 PIN 을 입력하면 참가자는 이를

불일치 하면 4 가 나온다.그 결과는 [그림 3]에서 볼

훔쳐보고 동일한 리모컨을 받아 어떤 키를 눌렀는지

수 있는데 앞의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DPP 가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보안성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다.

2 세트를 진행하였고 세트 별로 다른 실험자가
진행하되 순서는 무선화 하였다. 한 세트는 각 PIN
타입 별(NUM, DP, DPP)로 5 가지 종류의 4 자리

1.50

1.29

1.30

Levensshtein Distance 평균

PIN 을 사용하였고, 해당 PIN 은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것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험자의 리모컨을 관찰
할 수 있게 하였다. 압력센서의 값으로 3kg 이상의

1.10
0.90
0.70

0.66
0.48

0.39

0.50
0.30

값을 강으로 인식하게끔 보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0.10
숫자 (NUM)

방향 (DP)

방향 + 압력 (DPP)

DPP에서 압력을 고려하지
않음 (DNP)

먼저 Shoulder Surfing 실험 결과는 각 PIN 타입별

그림 3. Levenshtein Distance 결과 비교

10 번 시행 중 맞춘 횟수를 확인해 본 결과 [그림 2]와

이 결과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4 자리

같이 나왔다 Number PIN(M=6.25, SD=2.02),
Direction PIN(M=7.92, SD=1.78), Direction PIN

입력은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보면 10 개의 키를

with pressure(M=3.69, SD=1.63). 이를 ANOVA 로

가지고 있는 Number PIN 에 대해서는 1/10000 이고

분석해 보면 비밀번호 타입 별 점수의 구형성 검정

Direction PIN 은 1/256, Direction PIN with

결과, Mauchly 의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85,

Pressure 는 1/4096 이기 때문에 Number PIN 이

p=.06).

차이는

가장 좋은 보안 정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했다(F=71.96, MSE=158.37, p=.001, 𝜂2=.67).

Distance 의 값을 보면 NUM 과 DP 방식은 확률적

Bonfferoni 사후 검증으로 NUM vs DP (p<.001),

값과 동일한 보안 순서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NUM vs DPP(p=.001), DP vs DPP(p=.001) 간의

DPP 는 다른 2 개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는 단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 즉,

확률로 수치적으로 계산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Direction PIN 방식은 기존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때 디스턴스 DPP 에서 압력

또한

비밀번호

타입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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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고려하지

않고

방향만

확인한

디스턴스

4. Golle,

P.,

&

Wagner,

D.

(2007,

May).

값(DNP)은 0.48(SD=0.28)로 디스턴스 DP 의 값

Cryptanalysis of a cognitive authentication

(M=0.39, SD=0.36)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scheme. In Security and Privacy, 2007. SP'07.

것으로 나타났다(p=.09). 이 결과는 보안성에 대해

IEEE Symposium on (pp. 66-70). IEEE.

방향에 대해서는 DP 와 동일한 보안 정도를 가지지만

5. 신동오, 강전일, 맹영재 & 양대헌. (2009, 12)

여기에 압력만 더한 것으로 0.81 의 Distance 차이를

"S3PAS의 교치 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 .

불러왔다

한국정보보호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19(2).
pp. 409

3. 결론

6. Malek, B., Orozco, M., & El Saddik, A. (2006,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가전에서 사용될 Simple

July). Novel shoulder-surfing resistant haptic-

리모컨에 적용될 수 있는 Direction PIN 방식은

based graphical password. In Proc. EuroHaptics

기존의 Number PIN 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매우

(Vol. 6)

취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간단한 압력의
2 가지 레벨만 추가 하더라도 Shoulder Surfing

7. Kim, C. S., & Lee, M. K. (2010, January).

Attack 같은 기본적인 해킹 방식에 대해서 보안성이

Secure and user friendly PIN entry method. In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에도

Consumer Electronics (ICCE), 2010 Digest of

큰 문제가 없고 인증을 위한 사용자의 추가적인

Technical Pape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인증 방식이 될

(pp. 203-204). IEEE.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압력을 추가한 리모컨은

8. V. I. Levenshtein. Binary codes capable of

4 방향키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 편의성을

correcting deletions, insertions and reversals.

유지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Soviet Physics Doklady, 10(8):707–710, 1966.

다양한 제품과 스마트 디바이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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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한 의사소통은 말, 수기에 비해 피로감이 빨리 오기

시선 입력 기술은 몸의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못하는 사용자의 특성상 만족스러운 성능을 요구
받는다. 하지만 입력방식을 통한 성능 향상 외의 연구는

사용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면 다양한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시선 입력 장치에서 색상이

있다. 그 중 색상은 사용자의 눈에 피로감을 덜어주거나
강조를 통해 시선의 동선을 줄여 주기 때문에 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눈은 민감한
기관으로 색상에 따라 피로도, 주목 수준, 색의 잔상과

요소들이 시스템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색은 눈이 받아들이는

시선 입력 기술에서 색상이 사용성, 정확도, 속도에

인지적 요소 중 하나로 그 영향력이 실험자 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과정 중 뒤늦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고려되기도 한다. 시선 입력 기술에서도 입력을 위한

주제어

장치인 가상 키보드의 구성 방식 혹은 입력 방식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만 색상이 주는 영향에

시선 입력 기술, 시선 추적, 시각화, 사용자 테스트

관련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시선 입력 기술에서 색상정보가 사용자
편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본

같은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에게 스마트 장비에서 글을 입력하는 것은 쉽고
간편한 일이다. 하지만 근육을 섬세하게 움직일 수 없는
ALS 질환 (루게릭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글을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일반적인 키보드를
통해 글을 입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그 중 하나가 시선 입력 기술이다.
시선 입력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입력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하는데 집중이 되어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선

입력기술에서

입력방식,

디자인이

연구에서 색상정보는 1) 개발자가 지정한 색상, 2)
Arousal level 로 구성된 색상 [1], 3) Men’s preference
color [2]의 총 3 개의 색상 구성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이는 시선 입력 기술에서 색상이 속도, 정확도,
사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시각화에 적합한 색상 인코딩을 추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른 색상 군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색상이
시선 입력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사용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속도와 정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로 ALS 환자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2. 관련연구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시선 입력을 이용한 기술은 크게 Dwell-time 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에 시선 입력 기술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맞춤 설계 또한 중요하다. 특히, 시선을

Dwell-free 그리고 이 둘을 합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Dwell-time 방식은 트리거로 정해 둔 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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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색상 기준에 따라 적용된 테스트 시스템

혹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글자가 입력이 되는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빨강은

사용한다. Dwell-free 방식은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흥미로움, 자극적인 즉, 높은 기쁨과 각성을 가지게

글자가 입력되는 방식이다. 시선 입력 장치의 연구가
진행이 될수록 기존의 방식과는 변형된 Dwell-time,

해준다. 파랑은 안정성, 편안함,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주황색은 짜증, 화를 검정은 강함을 가지게 해준다는

Dwell-free 로의 발전이 이루어 졌으며 적절한 조합을

결과를

통한 성능의 향상도 발전되었다. 특히 사용자의 입력
속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키보드 설계

선호컬러에 관한 연구 [12]에서는 각 형용사에 관련된
색상들을 추출하여 보여줬다. Adams et al. 은 색상

디자인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타났다.

개념에 관련된 반응에 대해 연구를 했다 [13]. 해당

Dwell-time 방식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로는
원형에 구획을 나눠 글자 그룹들을 나타내는 시선
키보드를 사용하는 pEYEwrite [5], 단지 6 개의 글자만
보여주는 Gaze Talk [6]가 있다. Dwell-free 연구에는
입력되는 글자 위로 단어를 추천해주어 시선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킨 Eyeswipe [3], 입력 키를

얻었다.

한국

표준색을

이용한

휴대폰

연구에서는 파랑과 초록은 좋은 것, 노랑은 약하고 나쁜
것, 빨강은 강하고 활동적, 검정은 나쁘고 비활동적,
강함, 회색은 나쁨, 약함, 흰색은 좋고 나쁘다는 것에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이 색상과 인간에
관한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는 다수 진행 되었고 연구
수준도 깊게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바라보면 과거에 입력된 글자를 바탕으로 단어를 추천
해주는 Fileteryedping [4]가 있다. 이 이외에도 키보드

한편 색상 정보를 이용한 성능, 사용성 향상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선

구조에 관한 연구로 Sengupta, K. et al. [7], Topal et

키보드 기술에 색상의 변화를 주어 어떤 color

al. [8], D.J. Ward et al. [9] 방식이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시선 입력 기술에서 색상이 미치는 영향에

encoding 에 따른 사용자의 편의성, 입력 속도,
정확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대한 접근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었다.

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시선 입력장치에서

사람들의 색상에 대한 선호, 색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색상에 대한 행동과 반응에 관한 연구들로는 Guilford
et al. [10], Wexner [11], 한국 표준색을 이용한 휴대폰
선호컬러에 관한 연구 [12], Adams et al. [13]가 있다.
Guilford et al. 은 색상, 채도, 밝기에 관한 선호를
구조화를

시켰다

[10].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파랑에서부터 순서대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파랑,
초록, 보라, 바이올렛, 빨강, 노랑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은 노랑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기와
채도가 높을수록 더 큰 기쁨을 이끌어낸 다는 것을
밝혔다. Wexner 의 연구 [11]에서는 색상과 감정을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

3. 시스템
논문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n-best

알고리즘

[14]을

사용하여

글자를

추천해주는
Dwell-time
시스템이다.
nbest 알고리즘은 글자가 입력될 때, 그 다음에 입력 될
가능성이 높은 글자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n-best 를 통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4 가지 글자를 뽑아 입력된 글자의 상하좌우에

- 369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4.2 실험 결과

배치했다. 글자 추천 키를 통해 시선의 움직임을 줄여
글자를 보다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표 1. 실험 데이터 평균

추천 키들의 구성 이외에도 속도와 정확도, 사용자
테스트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색상을 고려했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추천 글자들의 색상을 3 가지
방법으로 각각 구성을 했다 (그림 1). 첫 번째는 임의로

개발자

Arousal

Preference

지정

[1]

[2]

연한 분홍색으로 키를 동일하게 구성 했다 (a). 두
번째는 Valdez et al.의 연구 [1]을 근거로 Arousal

시간

4.03

4.13

3.84

오타율

0.06

0.08

0.038

level 을 구한 것을 토대로 진행을 했다 (b). Arousal

피로감

3

2

1

34%

52%

47%

level 값이 높은 순서대로 4 개를 골라 추천 키의 색상을
지정했다. 세 번째는 Hallock [2]이 연구한 성별에 따른

추천 키
보는 확률

색상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했다 (c). 본
논문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부 남성이기에 남성이
선호하는 색상을 고려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표 2. 추천 키를 보는 순서

기존 색상 위치

색상 위치 바꿈

추천 키

입력 키 우선

입력 키 우선

보는 순서

(기존)

(변화 없음)

3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색상인 검정색은 키보드의
글자가 검정색인 점을 반영을 하여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색상을 반영했다.

4. 사용자 테스트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은 표 1 과 같다. 표
1 에서 남성이 선호하는 색상 군을 적용한 시스템이

4.1 실험 설계
실험 참가자는 총 7명의 20~30대 일반인을 모집했다.

다른 시스템에 비해 속도와 오타율이 높은 것을 볼

참가자 중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1명, 7명 전원 시선 추
적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전 사용자에게 같은

수가 있다. Preference 색상의 속도는 개발자가 지정한
것에 비해서는 0.19 가 빠르고 Arousal 색상에

방식으로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같은 문

비해서는

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실험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진행 한다. 첫 번째는 색상이 속도와 정확성에 미치는

preference 색상 (0.038)이 개발자 지정 색상 (0.06)에
비해 약 1.57 배, Arousal 색상 (0.08)에 비해 2.1 배

영향에 대한 실험, 두 번째는 색상과 사용성에 관한 것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이다. Arousal level 고려한 키보드의 구성의 경우 추천
키 색상들의 위치에 변동을 주어 색상이 추천 키들을
바라보는 순서 또한 조사 한다. 실험 후에는 각 경우에
대해 오타율 수행시간을 계산을 하고, 사용자에게 피로
감의 정도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한다.


수행시간: 총 문장을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문
장의 글자 수로 나누어 산출 (초/글자 수)






0.29

더

빠르다.

오타율

측면에서는

피로감 측면에서는 개발자 지정, Arousal, Preference
순으로 피로도가 적게 측정이 되었다. 추천 키를 자주
보는 빈도에 관해서는 Arousal, Preference, 개발자
지정 순으로 높았다. 실험결과 색상의 구성이 수행시간,
오타율, 피로감, 추천 키를 보는 확률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색상 군이 바뀜에 따라 시간과 오타율이 같은

오타율: 주어진 문장을 입력하는데 생기는 오타의
비율을 산출 (오타의 개수/글자 수)

양상의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색상이 어떤 조건에
의해 긍정 혹은 부정적 요소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피로감: 사용자가 시스템에 따른 눈의 피로감의

데이터의 부족으로 판별할 수 없지만 색상이 시간과

정도를 순위를 매겨 기입
추천 키 보는 순서: 키가 추천 된 경우 추천 키를

오타율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알 수 있다. 추천 키를
보는 확률의 경우 속도, 오타율에 비해 비교적 눈에

어떤 순서로 보는지 관찰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로감이 항상

추천 키 보는 확률: 우선적으로 추천 키를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특정 영역 구간에서 추천 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성능 혹은 사용성에

바라보는 확률을 계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 2 는 추천 키를 보는 순서에 대한 결과 이다. 우리는
실험 설계 단계에서 추천 키를 바라보는 순서가 색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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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실험의 결과로 추천 키가
입력 키에 근접하게 있어 실험자들은 추천 키를 확인을

4. D. Pedrosa, M. da Graça Pimentel, and K.N.
Truong, Filteryedping: A Dwell-Free Eye Typing

하지 않고도 추천 키의 글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

Technique, Proc. of the 33rd Annual ACM

따라서 사용자들은 글자들이 추천 될 때 다음에 입력할
키의 위치를 구분하는 단계 없이 바로 입력하려는

Conference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Systems (CHI EA '15).

글자를 선택했다. 이는 색이 가지는 강조의 효과가 시선

ACM, pp. 303-306, 2015.

입력 기술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5. A. Huckauf and M. H. Urbina, “Gazing with
pEYEs: towards a universal input for various
application,” in Proc. Symp. Eye Tracking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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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9]. P300 speller 는 6 by 6 matrix 에서 6 개의

요약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뇌파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하지만 BCI
문맹이라 불리는 일부 사람들은 제대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자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훈련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row 와 6 개의 column 이 빠르게 깜박이는 동안
이용자가 타이핑하려는 글자가 포함된 row 나
column 이 깜박일 때 집중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single trial 분류 점수가 가장 높은 row
column 에 위치한 글자를 입력한다.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적합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RSVP 라는 인지 작업 동안 나타나는 뇌파
특성으로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RSVP

위의 식에서 predicted column 과 row 는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function f(x)는 비선형 방법에서는 kernal,
선형 방법에서는 f(x)=x 로 정의된다 [2,7,9].
1.2 RSVP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task

task 동안 나타나는 P300 peak amplitude 와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의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번 실험의 결과를

RSVP task 는 두 개의 target 알파벳이 non-target
알파벳 stream 에 포함되어 있으며, 10Hz 의 빠르기로

통해 비교적 짧은 인지 작업을 이용해 P300 뇌-컴퓨터

모니터 중앙에 stream 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페이스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target 은 여러글자 중 다른 색을 가진 글자, 두
번째 target 은 첫 번째 target 뒤로 지나가는 글자로

주제어

피험자들은 첫 번째 target 이 모음인지 자음인지, 두

EEG, Brain-computer interface, P300, RSVP

번째 target 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8]. 기존 연구에서 RSVP task 를

1. 서 론

이용해 temporal attention capability 를 평가했었고

1.1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oddball paradigm 에서
나타나는 뇌파 특성을 이용한 작업으로, 다른 형태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호를
조종하기 용이하고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7]. 대표적으로 1988 년
Farwell & Donchin (1988)이 고안한 P300 speller 가

[8], 첫 번째 target 을 맞추는 능력이 temporal filter
capacity 과 연관있으며, ALS 환자에 대해 첫번째
target

정답에

대한

behavior

score

가

P300

speller 에서의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본

실험에서는

P300

speller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첫 번째 target 만을 RSVP task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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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고, 피험자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므로 첫

키보드로 누르는 방식으로 총 40 trial 을 수행했다

번째 target 이 자음인지 모음인지 맞추는 것이 아닌,
보인 글자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1,8].

진행했다.

P300 BCI speller task 동안 피험자들은 모두 2 번의
training session 을 거쳐 개인에 맞는 분류기를 만든 후

1.3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능 예측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상이한 훈련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특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면
무의미한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뇌-

4 번의 test session 을 수행했는데, P300 BCI speller
task 에서 사용된 parameter 들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6 by 6 speller matrix, 125ms flash duration, 62.5ms
ISI, 15 trial repetitions per a letter.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1, 11].
본 실험에서는 RSVP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task 동안에 나타나는 ERPs (Event
related potential)를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성능 예측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RSVP task 동안의
P300 peak 및 latency 와 P300 뇌-컴퓨터

그림 1.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 패러다임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2.2 데이터 측정

계산하고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1].
P30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두가지

관점의

정확도를 갖는데, 글자에 대한 정확도는 single trial
분류 스코어의 평균 중 가장 높은 위치로 계산되는
간접적인 결과이므로 직접적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EEG 데이터는 조용한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되었으며,
Biosemi amplifier 를 이용해 10-20 system 에 따라
32 채널, 0.1~70Hz 주파수 밴드, 그리고 512 sampling
rate 로 수집되었다.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를 분석에 이용했다 [1, 3].

2.3 RSVP task 동안의 P300 morphology

2. 자료와 분석방법

RSVP task 동안에 나타나는 ERP component 를

EEG 데이터 분석을 위해 MATLAB 과 함께 EEGLAB,

계산하기 위해 EEG 데이터는 0.5Hz ~ 10Hz 로
bandpass 필터링 되었고, independent component

FieldTrip toolbox 외에 custom-built MATLAB
코드를 이용했다 [4,5].
2.1 실험 설계
총 10 명의 피험자 중 9 명이 분석에 이용되었고, 한
명의 피험자 데이터가 outlier 로 제외되었다. 각각의

analysis (ICA)를 통해 눈깜박임, 눈동자 움직임 등의
규칙적인 노이즈를 제거했다 [6]. 계속해서 target
(녹색글자)이 나오는 onset 에서 200ms 이전 까지를
baseline 으로, onset 에서 800ms 까지를 epoch 으로
정의했으며, 비정상적인 신호가 포함된 epoch 은

과정은

시각적으로 분석되어 제거되었다. RSVP task 에서의
P300 peak amplitude 및 latency 는 Cz 에서 onset

피험자들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앞의 모니터를

target trial 간의 차이값을 z-scoring 한 값 중 가장 큰
값과 그 순간으로 각각 정의되었다 [1].

피험자들은 모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남성/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실험
피험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수행되었다.

바라보며 실험을 수행했다. [그림 1]은 전체적인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RSVP task 와 P300 BCI speller
task 을 수행하면서 각 task 전후에 눈뜨고/눈감고
resting state 동안의 EEG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모든
task 는 BCI2000 software 및 custom-built code 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10].
RSVP task 는 모니터를 통해 지시사항 전달 후 모니터
중앙으로 10Hz 의 빠르기로 지나가는 흰색과 녹색
알파벳 중 녹색 알파벳을 하나의 target 으로 정의하고

기준 200ms 에서 600ms 사이의 target trial 과 non-

2.4 P300 speller 의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
P300 speller 에서의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training session(10 글자) 동안의 EEG
데이터가 0.5Hz ~ 10Hz 로 bandpass 필터링 되었고,
onset 기준 200ms 이전 까지를 baseline 으로, onset
기준 800ms 이후 까지를 하나의 trial 로 정의했다.
계속해서 추출된 trial 은 이번 분석을 위해 24 time
sample 들이 그것들의 평균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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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mation 되어 EEG 한 채널 당 17 time sample 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RSVP task 동안의 P300

하나의 trial 을 구성했다 [1]. Single trial 분류는 EEG
32 채널을 모두 이용한 stepwise linear discriminant

peak amplitude 와 P300 speller 에서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 간의 양의 값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analysis (SWLDA)를 이용했는데, p-value 값이 작은

관찰됐다 (r=0.7390, p<0.05).

순서에 따라 선택된 60 개의 best feature 로 분류기
weight 를 계산했고 (p-enter=0.1, p-remove=0.15),
10-fold cross validation 을 통해 분류 정확도 결과를
검증했다 [2,3].

또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 F=8.42, p<0.05 를 보이며
P300 speller 에서의 single trial 분류정확도가 RSVP
task 동안의 P300 peak amplitude 로 예측 가능함을
암시했다 (B=0.79).

2.5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RSVP task 동안의 ERP component 가
P300 speller 에서의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두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결과에 대해 RSVP task 동안의 ERP
component 를 독립변수로, P300 speller 의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를 종속변수로 간주한 뒤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1].

3. 결과
RSVP task 를 수행하는 동안 ERP 를 나타낸 결과
[그림 2]와 같이 P300 morphology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RSVP task 동안의 P300 peak amplitude 와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 간의 선형회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r=0.7350, p-value < 0.05 의 유의미한 결과를 관찰했다.

4. 결론
본 실험은 RSVP task 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P300
speller 성능을 예측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ALS 환자를 대상으로 RSVP
task 에서 behavior score 를 통해 P300 speller 성능을
예측할 수 있었다 [1].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좀더 직관적으로 변경된 RSVP
task 를 수행한 결과 behavior score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ERP component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교적 적은
수의 trial 로도 P300 speller 성능을 예측할 수 있었다.
ERP component 를 통한 성능 예측은 사지 마비
등으로 인해 behavior score 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림 2. 피험자 중 한명에 대해 RSVP task 동안의 target,
non-target, 그리고 target – non-target 의 waveform 을
나타낸 것으로 P300 ERP component 가 발견되었다.

현재 실험이 계속 진행 중으로 향후 분석에서는 더
많은 수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통계의 유의미성을

Cz 에서의 평균 P300 peak amplitude 는 1.9249
microvolt (SD=0.3848, range=1.4962-2.6479) 였고,
P300 speller task 에서의 평균 single trial 분류
정확도는 86.31% (SD=1.94%, range=83.89% 89.89%)였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하고 speller parameter 를 다양화하면서 P300
speller 성능 지표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피험자를 high-performance group 과 lowperformance group 으로 나눠 두 그룹간의 RSVP task
P300 component 차이를 확인해 궁극적으로는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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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회지능(Social

1986).
Intelligence)은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개인 정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성까지 이해하여 공감하기
위해서는 감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사회지능을 정의하고, 사회적
행동에 의한 정성적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본

개인의

정서에

초점이

맞춰진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과 달리 개인의 감성
외에 타인의 감성까지 이해하는 사회지능은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성을 조절하여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확장된다(Mayer & Salovey, 1990).
타인의

감성에

공감하여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연구에서는 사회지능 수준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공감

공감(Empathy)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어왔다. 첫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감성인식
과정에서 정량적 지표인 심혈관 반응(ECG)을

번째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로 타인의 생각, 감성 그리고
의도에 대한 인지이며, 두 번째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타인을 공감하기 위한 감성 인식

타인의

능력이 사회지능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했다. 타인과 감성적 상호작용을

능력이나 경향을 의미한다(Hoffman, 1984).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명확한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사회 지능의 한 측면으로 볼 수

감성을 표현하는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활용했다. ECG
신호로부터 BPM, SDNN, 평균
추출했고, 아바타의 표현 감성에

Amplitude 를
따라 사회지능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ECG 반응을 통한 실시간 사회지능 평가 도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VR
콘텐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바타의 감성 표현력 수준을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감성

상태로부터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사회지능과 공감 능력은 완전히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있으며, 반대로,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회지능이 필요하다. 사회지능과 공감은
정서적 요소에 의해 구별된다.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감성 반응이 유발되지만,
사회지능은 감성 반응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A.
Kaukiainen, 1999).
따라서, 공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감성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심혈관 반응(ECG)의

주제어
Social Intelligence, ECG, Tromso-Social Intelligence

유의미한 변화로 감성 반응과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로 얼굴 표정 감성을 인식하는

Scale

상황에서 공감 능력과 HRV 간의 양의 이차함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E. Tully, 2014), 감정적 영화
장면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공감 반응과 심박수

1. 서 론

표준편차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M. Nesic, 2012).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 생각 그리고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은 음성, 얼굴 표정, 몸짓, 시선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표현된다. 특히, 언어적 표현보다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다(Marlowe,

비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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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Birdwhistell, 2010; Harrison, 1989; Mehrabian,
1972), 대표적인 비언어적 표현인 얼굴 표정과 몸짓이

몸짓 표현은 표준화 된 모델이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체 제스처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감성 인식 연구에 활용되었다.

정의했다(Borg, 2009, Collett, 2004,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능 수준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공감 능력은
특정

감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측정된

심혈관

반응(ECG)으로 평가되었다.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명확한 감성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감성 표현이 가능한 검증된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사용했다. 아바타 애니메이션은 비언어적 표현 요소인
얼굴표정과 몸짓으로 명확한 감성 표현을 반복
수행했다. 사회지능 수준은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The
Tromso-Social Intelligence Scale; TSIS)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간 사회지능 분류 모델을
개발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 서비스를 모색하고자 한다.

Nelson & Golant, 2004, Pease & Pease, 2008).
2.3 실험절차
본 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은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The
Tromso-Social Intelligence Scale; TSIS) 중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SP)과 관련된 설문을 주관평가
했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의자에 앉아 앞에 놓인 LCD
모니터를 통해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임의의 순서로
시청했다. 이와 동시에 ECG(Electrocardiogram)가
측정되었다.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기 전, 180 초
동안 휴식 상태를 유지했으며, 15 초 동안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30 초 휴식 후, 다시 15 초
동안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2.4 사회지능 수준
• 2.4.1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

2. 연구방법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는 사회적 정보 처리(Social

2.1 피험자
20 ~ 31 세 사이의 일반인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48 명의 피험자는 남성 50%, 여성 50%로
구성되었다(M = 23.96, SD = 2.84). 모든 피험자는
색각을 포함하여, 정상 시력을 가졌거나 혹은 시력
교정을 받았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병력이 없었다.
또한 실험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술, 흡연,
카페인을 절제했다.

Information Processing; SP),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SS),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SA)이라는

사회지능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Silvera, Martinussen, & Dahl, 2001).
사회적 인식은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의 세 가지
구성 영역 중 하나로 개인이 타인의 행동과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감성 인식과 표현 능력에 관련된
항목으로, 감성 별 얼굴 표정과 몸짓 표현 인식에
관련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아바타의 감성 표현

2.2 아바타

인식에 따른 생체반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사용된 자극은 긍정도(긍정, 부정), 친밀도(친밀, 불편),
공감도(공감, 비공감) 감성이 명확하게 표현된 아바타

항목으로 채택되었다.

애니메이션이다(Park, 2017). 애니메이션은 1280 x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최저 0점에서 최고

720 픽셀의 해상도, 30fps 의 mp4 파일 형식의 비디오
클립이다. 각 비디오는 15 초 분량이며,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었다. 처음 3 초간 휴지 상태, 이후 5 초간 중립
감성 상태, 마지막 7 초간 감성 표현 상태이다.
아바타는 어두운 갈색 머리와 눈을 가진 남성이며,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감성을 표현한다.

설문지는 총 6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6점까지 평가할 수 있었다. 설문 항목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
대학생을 표본으로 유효성과 신뢰성을 재검증한
연구를 통해 정제된 항목을 사용했다(Park, 2007,
Shin & Hwang, 2010).
• 2.4.2 데이터 처리

얼굴 표정은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Ekman & Friesen, 1978)과 한국 표준 얼굴
이미지 (KSFI)(Lee & Whang, 2014) 기반의 표준화 된
모델이다.

각 설문지의 6항목 총 점수를 기준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누적 백분율을 토대로 사회지능 수준을
구분했다. 사회지능 수준은 상위 집단(누적 백분율
70%), 중위 집단(누적 백분율 40%), 하위 집단으로
구분했다. 누적 백분율에 해당하는 유효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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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차 범위가 작은 쪽의 유효
점수를 구분점으로 삼았다.

One-way ANOVA 결과,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설문의 총 점수에 따라 사회지능 수준별 세 집단의
유의미한

• 2.4.3 통계 분석
사회지능 세 집단간의 유효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분석한 후,

평균

확인했으며,

차이(F=129.465,

사후검정을

통해

세

p

<

집단

.001)를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확인했다.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했다. Sheffe test의
경우, 샘플 수가 다르더라도 검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할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후검정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2.5 Electrocardiogram
• 2.4.1 측정 장비
ECG Signal은 Biopac MP100 system(Biopac
System, Inc., USA)으로 측정되었으며, LabVIEW
2014(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USA)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화 되었다.
• 2.4.2 신호 처리

Figure 1. 사회지능 수준 별 피험자 수

ECG Raw Signal로부터 BPM(Beat per minute),
SDNN(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평균
Amplitude를

추출했다.

중립영역과

표현영역에서 BPM, SDNN, 평균 Amplitude의
변화율이 계산되었다.

추출한

표준편차의 ±3

변수의

영역을

이상치(Outlier)는

기준으로 제거되었다.

사회지능 수준에 따른 ECG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모수 검정은
평균비교

분석

공감도

감성

중

비공감

감성을

표현한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경우, 사회지능 수준에 따라

• 2.4.1 통계 분석
ECG로부터

3.2 Electrocardiogram

비교하여

방법인

One-way

유의미한 SDNN 변화율 차이(F=6.108, p < .05)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후검정 결과 중위 집단과
상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p < .05)가 발생했으며,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p
< .05)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OVA를

수행한 후,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했다.
비모수 검정은 Kruskal-Wallis H test를 수행한 후,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3. 연구결과
3.1 사회지능 수준
빈도분석 결과, 설문의 총 점수는 평균 20.67 점,
표준편차 5.27 점이며, 점수 분포는 최저 10 점에서
최고 32 점으로 나타났다. 누적 백분율을 토대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사회지능 총 점수 10 점부터
17 점까지는 하위 집단, 18 점에서 23 점까지는 중위
집단, 24 점부터 32 점까지는 상위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집단의 빈도는 13 명, 19 명, 16 명으로

Figure 2. 비공감 감성 자극을 시청한 경우 집단의 SDNN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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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도 감성 중 부정 감성을 표현한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경우, 사회지능 수준에 따라 평균
Amplitude

변화율의

유의미한

차이(F=3.562,

p

< .05)가 발생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하위 집단과 중위
집단 간의 차이(p < .05)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를 통해 아바타의 감성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능 수준에 따른 심장(ECG) 반응 차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로, 아바타의 ‘부정 감성’, ‘비공감
감성’ 표현에 따라 사회지능 수준이 다른 세 집단의
ECG 반응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ECG 반응으로부터 사회감성 수준 구분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지능 수준 모델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며, 피험자 수를 늘리고 ECG
관련 Indicator 를 세분화하여, 유효 변수의 다양한
조합을 고려해볼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ECG 반응을 통한 실시간 사회지능
평가 도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VR 콘텐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바타의 감성 표현력 수준을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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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interactive fabrics are enabling a new
generation of wearables that can sense touch input
with high fidelity. However, while sensing systems
are improving, we argue that human challenges
remain: touch input on clothes will be hard due to a
lack distinctive physical cues to guide users and the
fact that many wearable scenarios involve eyes-free
input. We propose to address these issues by
combining touch selections on the body with
complementary input on a ring wearable. We
validate this idea with an empirical study that
contrasts targeting performance with input on the
body against that with a combination of input on
ring and body. The results show that times remain
static, while error rates
significantly improved.

and

workload

are

Figure 1. Ring hardware prototype and experimental setup.

In this paper, we propose Ring+Touch, a technique
for achieving more effective eyes-free touch input on
the body. The core idea is to combine on-body
touch with a simultaneous complementary input on
a wearable smart-ring. Basically, by splitting a single
on-body targeting selection into two simpler but
non-conflicting actions, we argue that users will be
able to make selections more accurately, more

Keyword
Wearable; smart-ring; eyes-free.

quickly and while experiencing lower workload. To

1. Introduction
We can now create smart clothing with interactive
textiles capable of acting as rich and expressive
touch input spaces. Enabling technologies for this
kind of on-body input are diverse and include sound
[4], conductive fabrics [5, 8, 9], capacitive sensors [6,
10, 11] piezoelectric material [2], and flexible
touchpads [13]. While these techniques can enable
eyes-free one-handed input to almost any location
on the body, in practice users are comfortable
making input on only a very few socially acceptable
hotspots [3, 14], such as the front and back pants
pockets [3, 5, 13], the shirt pockets [10, 11] or the
sleeves [9]. However, there are fundamental
challenges with this type of input. Specifically, users
have poor visual access to many of the viable body
sites, making touch selections with no visual or
haptic feedback a challenging task [6].

assess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this paper presents
a target selection study that compares traditional
single-touch input on the body to the Ring+Touch
combination of pair of inputs on a ring and body.

2. Related Work
Smart-rings and other finger augmentations are a
longstanding topic of interest in HCI [12], and can
support touch input on the body. Within this space,
capacitive input technology is currently attracting
considerable research interest as the sensors it
requires are simple, small and flexible enough to be
embedded directly in fabrics [9]. Holleis et al. [6],
for example, evaluated touch input on capacitive
garment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voiding
unintentional input and of providing visual and
haptic. PinStripe [8] addresses this problem by
physically constraining interaction to a limited
number of pinch-able and foldable areas.
GesturePad [10], PocketTouch [11] and Fabri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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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rticipants and Material

[5], on the other hand, create touch surfaces on
limited areas, such as the inside of a pocket, to
support diverse input styles. Skinput [4] uses an
array of bio-acoustic sensors to detect the sound of
touch to the skin as they propagate through the body.

We recruited 12 volunteers aged 20-35 (M: 25.8,
SD: 4.9, 4 females), a mix of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our university. Five were familiar
with wearable devices, but none with smart-ring

3. Ring+Touch Prototype and Interaction

technology. One participant commonly wore a ring.

Ring+Touch (Figure 1) is a smart-ring prototype,

For the experiment, we built two Ring+Touch

consisting of a wrist mounted driver board and a

prototypes in US 8 and 11 sizes. These sizes were

smart ring worn on a finger. The ring features a 4way (up, left, down, right) toggle button (ITS-

empirically determined from a survey of 48 local
participants. To simulate on body touch input using

1500S) mounted on its side, in easy reach of the

high-resolution capacitive cloth, we simply used the

thumb. It can also provide high fidelity vibration
feedback using a ø8mm Linear Resonant Actuator

touchscreen of a smart-phone (ASUS Zenfone)
wrapped in a piece of black cloth. The phone was

(LRA) from Precision Microdrives (C08-001). The

placed inside a 3D printed case and strapped to

ring prototype is an incomplete circle (a “C”) to
more easily accommodate different finger sizes. It

participants’ thighs (Figure 1). This solution provides
high performance touch input on an appropriately

was 3D printed using flexible PolyLactic Acid (PLA)

positioned fabric surface.

filament. The ring is connected to the driver board
strapped to the wrist, containing an Arduino Nano
and a custom PCB with an amplifier for driving the
LRA actuator (FZT849). The board is housed inside
a 53 x 24 x 21(height) mm box, and interfaced

4.2 Procedure
The study followed a 2x2 repeated measures design.
Conditions were interface-type (direct-touch vs.
Ring+Touch) and number-of-targets (4 vs. 8). As

through USB to a computer.

displayed in Figure 1, users were required to perform

The ring is intended to be used as a complementary
selection to on-body input. For example, tapping the

the front part of the thigh. This location was selected

same location on the thigh in conjunction with
inputting a different direction on the ring would
signify four different inputs. If there were two targets
on the thigh, this would result in a maximum of
eight possible inputs. In this way, we seek to increase
the range of input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onbody touches in the space-constrained set of viable

an eyes-free target selection with their dominant
hand on a 55 x 30 mm capacitive touch surface on
as it is comfortable to reach with the fingers, socially
acceptable, and sized comparably to that studied in
previous work [5, 13, 14]. As shown in Figure 1, the
direct-touch condition with four targets (Touch4)
consisted of the touch area subdivided in four rows
(each with a height of 13.8mm) for a total of four

and socially acceptable body-areas.

possible selections. In the Touch8 condition, each of
the same four rows was divided into two columns

4. Evaluation

(15mm wide) for a total of eight possible selections.

In this study, we opted to study a simple targeting

In the Ring+Touch condition with four targets
(Ring4), the space was not divided and users could

task with a single finger operating on a constrained
input area. We believe this is sufficient to provide
valuable baseline data (speed, accuracy and
workload) about making a combination of selections
on a ring and the body, rather than an equivalent
selection made using solely on-body touches.

enter a selection by first clicking one of the four
directions on the ring (up, left, down, right) and then
the targeting area. Finally, in the Ring8 condition,
the on-body touch area was split in two rows
(55x15mm) to achieve eight possible selections (two
locations on the body by four directions on the ring).
The study followed a repeated measures scheme.
Interface-type was fully balanced, whi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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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argets was arranged using a Latin square order.

questionnaire. The study took approximatively 45

Each condition involved 13 blocks containing one
occurrence of each possible target. The first three

minutes and participants were compensated for their
time with ~10 USD in local currency. From the

blocks were treated as practice and discarded.

study, we analyzed a total of 2880 correct input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complete all trials
successfully; errors were repeated, in randomized

trials (12 participants x 240 trials) on the metrics of
input time and errors.

order. As such, we retained data from 40 and 80
trials per participant in the 4-target and the 8-target
conditions (a total of 240).
During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ntroduced to the
hardware and task, then completed demographics
and started the study. Each trial consisted of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participant pressed the
spacebar of a keyboard placed on a table in front of
them with their dominant hand wearing the ring.
This action initiated a trial and reset the time
counters. The system then graphically displayed a
target location on a monitor and, for the ring
conditions, an arrow pointing in one of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The user’s task was to make the
input specified by these instructions with their
dominant hand. We note the same hand is purposely
used for keyboard and on-body selections as we
wanted to simulate the task of reaching towards an
on-body touch target. During the selection task,
participants received vibrotactile feedback (a 200ms
vibration) when touching the selectable input area.
After dwelling in a target location for one second, a
selection was recorded and the user notified by an
additional vibration feedback. In the ring conditions
a 100ms vibration pulse provided feedback that
input on the four-way switch had been registered.

questionnaire to assess their cognitive workload. The
concluded

with

a

short

Figure 3 presents the task time, error, and cognitive
load results. These were analyzed with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s on the variables of
interface-type and number-of-targets. A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re binary no post-hoc tests
or sphericity corrections are required. In terms of the
task time, neither the interaction (F(1, 11) = 0.011,
p=0.919, hp2=0.001) nor the interface-type main
effect (F(1, 11) = 1.418, p=0.259, hp2=0.114)
attained significance. Number-of-targets led to a
significant effect with a moderate effect size (F(1, 11)
= 11.813, p<0.01, hp2=0.518). The error data tell a
more dramatic story with a significant interaction
(F(1, 11) = 27.157, p<0.001, hp2=0.712) and main
effects of both interface-type (F(1, 11) = 160.643,
p<0.001, hp2=0.936) and number of targets (F(1, 11)
= 37.846, p<0.001, hp2=0.775). Workload shows
similar variations. The trend in the data across the
individual measures is aptly exemplified in the
overall workload score, so we restrict our analysis to
this compound measure. Although the interaction
did not attain significance (F(1, 11) = 1.011, p=0.336,
hp2=0.084), both main eff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moderate to substantial effect sizes:
interface-type

After the completion of all the trials for each
condition, participants filled in a NASA TLX
experiment

5. Results

informal

2

hp =0.822)

(F(1,

and

11)

=

50.688,

number-of-targets

p=0.001,

(F(1,

11)=

2

36.127, p<0.001, hp =0.767).
The story these results tell is a simple one. As the

Figure 2. Cognitive workload results (left), input time (center) and erro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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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targets went up, the selection task became

3.

more difficult across all measures. This is
unsurprising. However, interface-type severely
impacted

the

magnitude

of

this

issue.

While

participants were able to execute successful selections
equally rapidly with both devices, their error rates
and resultant subjective experience deteriorated
substantially in the direct-touch condition. We also
note that the two selections on the ring and body
were

truly

complementary

in

the

sense

that

performing these paired operations did not take
longer than performing a single on-bo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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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Natural User Interface(NUI)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손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손 포스처 인식은 손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에서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다. 이에, 본 논문은 립모션
컨트롤러 기반의 손 포스처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립모션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높은 추적 성능을

다루는 것이 중요해져 시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도 함께 겸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성인식이나 사람들의 모션, 제스처
인식과 같은 인터페이스들이 더욱 필요하다[1]. 특히,
NUI 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손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보이지만, self-occlusion 이 발생하거나 손 포스처가

손 인식 기술은 손 포스처 인식 기술과 손 제스처 인식

복잡할 경우에는 추적 성능에 제약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3 차원 디스크립터 (Fast Point Feature

기술로 나뉠 수 있다. 손 포스처 인식 기술은 단일

Histogram)기반의 손 포스처 인식 기술을 연구하였다.
립모션 컨트롤러로부터 입력받는 손의 관절 정보를
3 차원 디스크립터로 구성하여, 손 인식을 위한 특징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후, 구성된 특징들을 Support
Vector Machine(SVM)에 적용하여 포스처 동작을
구분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비협조적인 인식
환경 및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인식 가능 하도록,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제안한 방식의 인식 성능 검증에
대한 실험은 관련 연구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제안하는 인식 기술은 가상 현실에서
증강된 객체를 여러 기능으로 조종하는 것과 같은

영상에서 손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 제스처
인식 기술은 시계열 상의 움직이는 손을 인식하는 제스처
인식으로 나뉠 수 있다. 손의 포스처 인식은 기본적으로
손의 영역을 검출한 뒤에 특징값을 뽑아내어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분류 알고리즘으로는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방식[4] 에서부터 Haar cascade
분류기[5], 또는 Earth Mover’s Distance 를 응용한
방식[6]이 있다. 손의 제스처 인식은 Hidden Markov
Model 또는 Recurrent Neural Network 같이 연속되는
데이터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손 포스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류기들을 사용하려면 적절한 특징값들이
필요하다. 비전 기반의 손 포스처 인식에서는 손의

주제어

윤곽선 정보나 푸리에 변형을 특징값으로 사용하였다[5,

손 포스처 인식, 립모션 컨트롤러, 3 차원 디스크립터,

13]. 최근에는 Kinect 와 같은 이미지 영상에 깊이 정보를
포함한 RGB-D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의 3 차원 정보를

FPFH, SVM

입력받고 손의 포즈를 추적한 후 포스처 인식을

1. 서 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현실과
다른 지각을 느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의 공간 또는 증강된 객체들을 기능적으로

진행한다[6, 7]. 손의 3 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
기반의 장비로는 립모션 컨트롤러가 있다. 이는 2 개의
적외선 영상으로부터 독자적인 계산을 통해 손의 3 차원
관절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3]. 립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손 포스처 인식을 하는 방법으로는 손가락 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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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중심과의 거리, 그리고 인접한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특징값으로 사용한다[3]. B Khelil et al.의

근접한 몇 개의 점들을 이용하여 법선 벡터를 구하게
되고 이를 추정 법선 벡터(estimated normal vector)라

연구에서는 립모션 컨트롤러로부터 입력받는 손가락의

지칭된다.

방향벡터, 손가락 사이의 각도 그리고 손의 곡률에 의해
생성되는 구의 반지름과 이에 의해 감지되는 손가락의
개수를 특징값으로 사용하여 SVM 으로 분류하였다[8].
Chuan et al.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특징값을
사용하였고 SVM 과 k-Nearest Neighbor 를 이용하여
수화를 인식하고 두가지 방법을 비교하였다[10]. Elons
A.S. et al.의 연구에서는 립모선 컨트롤러부터 입력받는
손의 데이터들을 Multilayer Perception neural

다음으로, 임의의 한 점( 𝑝𝑖 )의 법선 벡터와 이웃한
점( 𝑝𝑗 )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향 벡터와의 계산을
통해서 𝑝𝑖 에서 서로 직교하는 3 개의 벡터값인 𝑢, 𝑣, 𝑤
값을 도출한다. 𝑢 는 𝑝𝑖 의 법선 벡터를 의미하고, 𝑣 는
𝑝𝑖 에서 𝑝𝑗 로의 방향벡터와 𝑢 가 이루는 평면의 법선
벡터이다. 𝑤는 𝑢, 𝑣가 이루는 평면의 법선벡터이다
𝑢 = 𝑛𝑖 , 𝑣 = (𝑝𝑖 − 𝑝𝑗 ) × 𝑢 , 𝑤 = 𝑢 × 𝑣 (1)

network(MLP)를 이용하여 수화를 인식시켰다[9]. M.

FPFH 는 각 점들의 추정 법선 벡터와 𝑢, 𝑣, 𝑤 벡터와의

Mohandes et al.은 손가락의 길이, 손 바닥 중심 위치
등의 데이터를 특징값으로 사용하였고 MLP 와 Nave

관계를 사잇각을 구하거나 내적을 이용하여

Bayes Classifier 를 비교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와의 스칼라 값들을 의미한다.

값으로 나타낸다. 이 값들은 그림 1.처럼 서로 다른 벡터

립모션 컨트롤러가 손의 검출 및 추적과 같은 손 인식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𝛼 = 𝑣 ∙ 𝑛𝑗

활용하였다.

𝜑 = (𝑢 ∙ (𝑝𝑗 − 𝑝𝑖 ))/||𝑝𝑗 − 𝑝𝑖 ||

따라서, 본 논문은 립모션 컨트롤러의 손 검출과 3 차원
손 관절 정보를 이용하여 손 포스처 인식의 성능 향상을

𝜃 = arctan(𝑤 ∙ 𝑛𝑗 , 𝑢 ∙ 𝑛𝑗 )

시킬 수 있는 특징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손 포스처

𝛼, 𝜑, 𝜃

(2)

FPFH 는 𝛼, 𝜑, 𝜃의 값들을 모두 일정 개수(n)만큼 구간을
나누어 히스토그램을 형성한다. 이 때, 변수의 구간을

인식에서의 문제점으로 장비로부터 정확한 손의 포즈를
구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손 인식

구성할 때 𝛼, 𝜑, 𝜃를 각각 n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그리고

성능을 떨어트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 차원

마다, 각 값이 속하는 구간에 누적을 한다.

임의의 한 점(𝑝𝑖 )과 이웃한 점(𝑝𝑗 )의 𝛼, 𝜑, 𝜃를 구할 때

디스크립터 중 하나인 Fast Point Feature
Histogram(FPFH)을 적용하였다. 2 절에서는 FPFH 를
이용한 손 포스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절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를 B
Khelil et al.의 실험 결과[8]와 비교하여 성능 검증을
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그림 1. 한 점과 이웃한 점의 𝑢, 𝑣, 𝑤와 𝛼, 𝜑, 𝜃[8]

2. FPFH 를 이용한 손 포스처 학습

임의의 한 점이 모든 이웃한 점들과의 𝛼, 𝜑, 𝜃 를 구해
히스토그램에 누적한 결과를 Simple Point Feature

2.1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3D descriptor
Fast

Point

Feature

Feature

Histogram(FPFH)은

Histogram(PFH)에서

불필요한

Point
계산을

Histogram(SPFH)이라 하며, 최종적으로 FPFH 를
구하는 과정은 수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외하여 연산 속도를 향상시킨 디스크립터이다[11].
FPFH 는 3 차원 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𝐹𝑃𝐹𝐻(𝑝𝑞 ) = 𝑆𝑃𝐹𝐻(𝑝𝑞 ) + ∑𝑘𝑖=1

정해진 반경 안의 이웃한 점들과 기하학적인 관계를

wi 는 𝑝𝑖 와 𝑝𝑗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FPFH 의 최종

정해진 수식으로 계산하고 결과값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데이터의 각 특징점마다 생성된

식은 모든 𝑝𝑗 의 SPFH 값을 𝑝𝑖 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매칭을 통해 인식 혹은 포즈

SPFH 에 추가한다.

1

1

𝑘

𝑤𝑖

∙ 𝑆𝑃𝐹𝐻(𝑝𝑖 )

(3)

반비례하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구해 𝑝𝑖 의

계산에 사용된다.

2.2 립모션의 정보를 FPFH 에 적용

FPFH 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선 벡터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3 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표면이 없기
때문에 한 지점의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손 포스처 인식 기술은 Radu B.
Rusu et al.이 제안한 FPFH 를 이용한다. 립모션
컨트롤러는 20 개의 관절 정보와 손바닥 중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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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방향 벡터를 특징값으로 제공한다. 포스처 인식
기술을 위해 특징값들을 이용하여 FPFH 를 구하는

포스처들 중 인식률이 좋은 포스처들을 모아 11 가지를
선정하였다(그림 3.). 두번째 실험은 립모션 컨트롤러가

계산에 적용한다. 먼저 법선 벡터를 구해야 하지만,

추적하기 힘든 자세들로만 선정하기 위해 엄지와 중지,

립모션 컨트롤러에서 얻을 수 있는 점들은 손가락
끝부분과 손바닥 중심을 제외하면 방향 벡터 값이 없다.

약지의 움직임과 손가락을 모으고 펼치는 자세 위주의 손
포스처 12 가지(그림 4.)를 정해서 진행하였다[2, 9].

따라서 새로운 법선 벡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일 경우, 립모션
컨트롤러의 손 추적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강인한 손 포스처 인식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2. 각 손가락 좌표들의 새로운 추정 법선 벡터

그림 3. 첫번째 실험에서 사용된 손 포스처 종류 11 가지

그림 2. 와 같이 손가락 끝부분 외의 다른 관절 점들은
손가락 앞, 뒤 관절 점들을 향하는 방향 벡터의 합을 구한
뒤 반대 방향으로 정한다. 이 법선 벡터들은 손의 자세가
변경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각 관절 점들에 담아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들마다 손의 크기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nearest radius 를 결정하였다. 그림 2.의 (b)와 같이
사용자가 손을 활짝 폈을 때, 손바닥 중심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dr 로 정한다.
그리고 𝑝𝑖 로부터 거리 dr ⁄2 내에 있는 𝑝𝑗 들을 이용하여
SPFH 를 계산한다. 또한, FPFH 를 구하는 과정에서

1
𝑤𝑖

도

사람들 손의 크기를 고려하여, 립모션 컨트롤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징값들을 dr 을 사용해 정규화 한다.

그림 4. 두번째 실험에서 사용된 손 포스처 종류 12 가지

모든 학습 데이터는 한 명의 실험자로부터 하나의
포스처에 대해 200 개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9 명의
실험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다른 84 명의 실험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실험데이터로

3. 실험

사용하였다. 실험은 학습 데이터로 RBF 커널의
멀티클래스 SVM 을 학습 시킨 후 실험 데이터로

3.1 데이터 수집 및 실험 방법

인식률을 확인하였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K-fold cross

본 연구에서는 비 협조적인 인식 환경 및 행동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위치와 방향에서도 손 포스처가 인식이

validation 과 grid search 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얻어 내었다.

되도록 데이터 수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즉, 실제
사용시에는 립모션 컨트롤러가 인식이 가능한 반경
안에서 다양하게 손이 위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3.2 실험 결과

학습데이터와 실험데이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먼저, 첫번째 실험의 경우 B Khelil et al.의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의 결과는 79.78%로 나왔고, 제안하는

손 포즈를 정하고 실험자가 자유롭게 위치와 각도를

방식은 84.01%로 약 5%가량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1. 첫번째 실험의 결과

다음으로 손 인식 시스템 검증을 위해 실험을 총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결과와 B Khelil et al.의 결과를

인식률

B Khelil et al.

제안하는 방식

79.78%

84.01%

비교하기 위해 관련 연구들[6,7,9,11,14]에서 사용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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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두번째 실험의 결과

표 3. 두번째 실험의 손 포스처 인식률 그래프

두번째 실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하지만, 복잡한 손 포스처들로만 이루어진 경우 립모션

포스처마다 인식률을 나타내어 비교하였다(표 2,3).
두번째 실험의 경우 B Khelil 방식의 실험 결과는

컨트롤러의 추적 성능이 정확하지 않아 수화 인식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기에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65.13%로 첫번째 실험보다 약 10%가량 인식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립모션 컨트롤러의 IR

하락하였다. 반면에 FPFH 를 응용한 방식의 경우
인식률이 74.79%로 첫번째 실험보다, 복잡한 손

영상을 학습을 위한 특징값으로 사용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키거나 Kinect 와 같은 RGB-D 카메라에 적용하여

포스처에도 좀 더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복잡한 손 포스처도 구분해낼 수 있도록 연구가

있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Thumb to
ring’과 같은 손 포스처일 경우에 FPFH 를 응용한 방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이 자세에 해당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Thumb to middle’, ‘Thumb to
pinky’와 같이 립모션 컨트롤러가 정확히 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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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접근성 덕분에 스마트 글래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 글래스는 빠른 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망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 글래스에서 제공하는 문자 입력 방법은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거나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리는 효과적인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방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을
고려했다. 우리는 이러한 컨셉을 제시한 이전 연구인
HoldBoard 를 참고하여 상용 스마트 워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스마트 글래스에서 문자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인 WatchBoard 를 구현하였다. 사용자 실험 결과,
WatchBoard 는 추가 센서를 요구하는 HoldBoard 와
달리 상용 스마트 워치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Holadboard 와 비슷한 문자 입력 속도와 더 낮은

유용하게 쓰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문자
입력 방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상용
스마트 글래스들은 괜찮은 문자 입력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많은 스마트 글래스들이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성 입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
입력 방법은 주변 소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공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음성 입력이 아닌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EPSON Moverio BT-300 은 터치패드가
달린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문자
입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오타율을 보였다. 우리는 WatchBoard 가 효과적인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우리는 스마트 글래스에서의 효과적인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치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을 제시한다. 스마트
워치는 가장 인기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써 항상
손목에 있기 때문에 따로 디바이스를 챙겨야 하는

주제어

번거로움이 없고 즉시 손목에 있는 스마트 워치를

Wearable devices, Text entry, Smart glasses, Smart

터치해서 문자 입력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전에 연구된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스마트 글래스

watch

문자 입력 연구 사례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전
연구와 달리 추가적인 센서 필요없이 상용 스마트
워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1. 서 론
1.1 연구배경

1.2 관련 연구

최근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 워치와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나이다. 특히 요즘 드론,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기술들과 결합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야를
스크린으로 옮겨야 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와
같은 디바이스와 달리 스마트 글래스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빠른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성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음성 인식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음성 인식이 아닌 방법으로는
Head-based 문자 입력이 있다. Chun Yu[10]는 HMD
디바이스에서 머리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DwellType,
TapType, GestureType 으로 불리는 3 가지의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Eye-gaze 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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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aranta[4,5]는 일정 시간 문자를 쳐다보면
입력되는 dwell-based 문자 입력에 대한 실험을

워치는 상용 스마트 워치가 아니라 입력 구역을
선택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스마트

수행하였고, dwell time 을 줄이기 위한 dwell-free

워치였다. 우리는 실제 상용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도

문자 입력에 대한 여러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3,7]
이러한 방법들은 머리를 돌리거나 눈동자를 굴려야

스마트 글래스에 문자 입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자 입력 방법을 제시한다.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2.2 WatchBoard

스마트 워치 측면에 붙어 있는 프레임을 이용한 문자
입력

방법을

연구한

사례들도

있다.

Tovi

Grossman[2]는 소형 스크린에서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한 제스처 기반 문자 입력 방법인 Swipeboard[1]를
스마트 글래스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SwipeZone 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약 80 분 사용
후에 8.73 WPM 의 문자 입력 속도를 보였다. YU,
Chun[9]는 일차원 제스처로 문자 입력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문자
단위 입력 실험에서 4.67 WPM, 단어 단위 입력
실험에서 9.72 WPM 의 문자 입력 속도를 보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팔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낮은 입력 속도를 보였다.
문자 입력을 위해서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MCCALL, Roderick[6]는 EPSON
Moverio 의 추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Moverio 에서
제공하는 문자 입력 방법과 Dasher 를 적용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워치를 추가 입력 장치로 이용한 연구도
있었다.[8]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HoldBoard 는 쿼티
키보드를 3 구역으로 나누어 스마트 워치에 추가
장착한 센서를 이용해 구역을 선택하고 스마트 워치를
터치해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평균 10.24 WPM 의 입력 속도를 보였다.

그림 1 WatchBoard 의 사용 모습

[그림 1]은 WatchBoard 가 제안하는 문자 입력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각 사진 하단에 보이는 화면은 스마트
글래스에 보이는 화면으로써 p 와 l 의 위치가 변형된
쿼티 레이아웃 키보드이다. 사용자는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키보드를 보고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스마트 워치 쪽으로 움직인다(그림 1-a).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스마트 워치의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스마트 글래스에 보이는 키보드에 커서가 나타나고
커서 아래에 있는 문자는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b).
손가락을 움직여 커서를 옮길 수 있으며, 원하는 문자
위에서 손가락을 떼면 문자가 입력된다(c). 손가락을 뗀
후 입력된 문자는 키보드 상에서 흰색으로 강조
표시된다(d). 스마트 워치의 터치스크린 전체가

2. 문자 입력 방법 디자인

키보드에 절대 맵핑되며 왼쪽 하단에 스페이스바,

2.1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오른쪽 하단에 백스페이스 버튼이 존재한다.

우리는 스마트 글래스에서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연구가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생각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고, 주변 환경에 크게 상관 없이 사용할

3. 사용자 실험
우리는 WatchBoard 의 문자 입력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 있으며,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준수한 입력
속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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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 방법
우리는 10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피실험자는 교내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모집하였다.
피실험자의 평균 나이는 21.2 세(최소 18 세, 최대
26 세) 였으며 남자 5 명, 여자 5 명으로 구성되었다.
피실험자는 모두 오른손잡이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Sony Smartwatch3, EPSON
Moverio BT-300 이다. 피실험자들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안정된 자세로 스마트 글래스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입력하였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입력하는 작업을 반복하도록 했다. 스마트 글래스

그림 2 평균 문자 입력 속도 그래프(bar 는 표준 오차)

상단에 문장이 초록색으로 5 초 동안 나타나고 그동안
피실험자에게 전체 문장을 읽도록 했다. 5 초 후 문장이
흰색으로 변경되면 피실험자는 문장을 따라서
입력하도록 했다. 문장을 모두 입력하면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 워치를 터치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했다.
피실험자에게 문장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틀린 문자는 3~4 문자 이내에서 찾을 시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문장 입력 작업을 1 블록
당 5 문장씩, 총 8 블록을 입력하도록 했다. 블록 내에서
문장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며, 블록 간에는
스마트 글래스를 벗고 1 분 동안 휴식을 하도록 했다.
4 번째 블록이 끝난 후에는 5 분 동안 휴식 시간을
주었다. 실험 시간은 약 50 분 정도 소요되었다.
3.2 실험 결과

그림 3 평균 에러율 그래프(bar 는 표준 오차)

4. 결론

[그림 2]는 문자 입력 속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래프의 가로축은 블록을, 세로축은 입력 속도(Word
per Minute)을 나타낸다. 피실험자들은 첫 블록에서 평
균 6.9 WPM의 속도를 보였고, 마지막 블록에서는 평
균 10.31 WPM의 속도를 보여 첫 블록보다 약 50% 빠
른 속도에 도달했다. HoldBoard의 실험 결과에서는 4
일에 걸쳐 12 블록을 입력한 결과 평균 10.24 WPM을
보였다. WatchBoard는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비
슷한 속도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스마트 글래스의 문자 입력을 위해서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는 WatchBoard 를 제안하였다. 사용자
실험 결과 피실험자들은 평균 10.31 WPM 의 속도를
보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방법은 주변 환경에 크게
제약 받지 않고, 다른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고, 스마트 워치가 항상 손목에 있어 빠른
입력 시작이 가능하다. WatchBoard 는 스마트
워치라는 추가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지만, 웨어러블

[그림 3] CER과 UER 2가지 에러율에 대한 결과를 보
여준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블록을, 세로축은 에러율

디바이스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점차 유망한 스마트
글래스 문자 입력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를 나타낸다. CER은 전체 평균 6.52%를 보였고,
UER은 평균 0.55%를 보였다. HoldBoard의 실험 결과
에서는 평균 10.61%의 CER을 보여 WatchBoard보다
높은 CER을 보였으며, UER은 평균 0.5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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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진동을 통한 촉각 피드백을

요약문

제공하거나

본 논문은 모바일 터치스크린 키보드에서 키 간

[1]

사용자의

타이핑

패턴으로부터

기계학습을 통해 각 키가 눌리는 위치를 통계적으로

간격이 사용자의 타이핑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 하는 등의 기법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수학적인 모델로 제시한다. 피츠의 법칙에 의하면

되었다 [2].

버튼의 크기가 크고 버튼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하지만 사용자의 타이핑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

과제 수행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오차율이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장치에서는 키보드로 사용할 수

또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키 간 간격 (Inter-key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인

spacing)이다. 키 간 간격은 인접한 키들 사이에

키보드에 적용하던 공식적인 디자인 지침이나 공식을

존재하는, 어떤 입력 이벤트도 사용자가 발생시킬 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를 누르는

없는 영역을 뜻한다. 키 간 간격을 넓히면 시스템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고 인접한 키를 눌러 잘못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여 사용자와 모바일 키보드

문자를 입력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이미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피실험자들을

입력된 문자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을 줄임으로써

대상으로 실험 조건에 따라 모바일 터치스크린

타이핑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키 간 간격이

키보드의 키 간 간격을 다르게 한 타이핑 실험을

좁으면 키보드가 갖는 물리적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진행하였으며, 성능 비교를 위해 오차율, 소요 시간을

각 키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더 높은

측정하였다.

정확도의 입력을 필요로 함으로 사용자의 타이핑
성능은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키 간 간격이 갖는

주제어

장점과 단점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으나

키 간 간격, 타이핑 성능

기존 상용 타이핑 시스템들은 (그림 2) 단순히 키 간
간격을 없앤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다.

1. 서 론
1.1 키 간 간격 (Inter-key spacing)
오늘날

사용자들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기존 데스크톱 환경과는
매우 다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특히 기존 물리적인
키보드와 달리 터치스크린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타이핑 (Typing)

그림 1. 키 간 간격과 소요 시간의 관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연구들의 대부분은 물리
키보드와

달리

터치스크린이

사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혹은 사용자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의 버튼을 가림으로써 오차율이
증가하는,

이른바

‘손가락

키가림

(Fat

Finger

그림 2. IOS 키보드와 안드로이드 키보드 사진

Problem)’등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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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리적 키보드를 디자인 할 때에는 기존의

N 이라고 하면 길이 m 의 문자열을 입력하는데

지침(ANSI/HFES 100, 2007)에

k 개의 실수 입력이 발생할 경우 걸리는 문자열을

명시되어

있는

고정된 키 간격(최소 3.2mm)을 사용한다. 하지만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T 의 기대값은 아래와 같다.

모바일 장치에는 타이핑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

!=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침마저 적용하기 쉽지

#$,& ∙ ()*+$,&
&,-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단순히 키 간 간격을

!"#$#,& = & ∙ ) + # ∙ +, + 2& ∙ +. + & ∙ )(1 − 23 ) ∙ +5

없애는 대안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용자가 모바일
키보드를 타이핑 할 때 키 간 간격이 타이핑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 = (1 − !) )$ !) ("-$) ",$

때문일 수 있다.

이 때 time 과 p 는 서로 다른 입력 상황에 대한

키

간

간격이

타이핑의

성능에

어떤

시간과 확률값이다. 이 수식은

영향을

키 간 간격이

증가하여도 사용자의 포인팅 시간은 크게 변하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많은 연구[3, 4, 5, 6,

않는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하여 얻어진 것이다.

7, 8, 9, 10, 11, 12, 13, 14, 15] 가 있었다. 하지만
키를 누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이

일반적인 사용자의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여 긴

없었고, 이를 포함한 수학적인 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문자열의 (m=50) 타이핑에 대해 시간의 기대값 T 를

사용자와 키보드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키 간 간격의 함수로서 표현하면 그림 4 과 같다.

이 연구는 키 간 간격이 사용자의 타이핑 성능에

이로부터 우린 넓은 키 간격으로부터 실수를 줄이는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일반적인 수학 모델을

것이 타이핑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구축하고 (2) 사용자 실험을 통해 모델을 검증,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포인팅 시간은 키 간

최적의 키 간 간격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 방법론을

간격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한 모델에 기반하여

증가하므로 실제 T 는 그림 4 에 비해 더욱 크게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할 수 있다. 즉, 손가락 키가림 현상이 발생하는

넓어지면

작아진

키로

인해

추가로

키보드 배열에 대해 키 간 간격은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사용자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2. 키 간 간격의 영향 모델링

있다. 이는 아래 추가로 진행된 사용자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림 3. 키 입력시 발생할 수 있는 세가지 이벤트의 확률
(pi= 키 간 간격을 누를 확률, ps=목표한 키를 성공적으로
누를 확률, pf= 인접한 키를 실수로 누를 확률)

키 간 간격이 타이핑 성능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타자 수준 모형을 (Key-Stroke Level

그림 4. 키 간 간격의 변화에 따른 긴 길이의 문자열을

Model) 통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각 키를

(m=50)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기대값

누르는 행위는 독립적인 사건들로 간주되었으며 총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벤트로서 귀결 될 수 있다 (그림

3. 실험방법

3): (1) 키 간격을 눌러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목표한 키를 성공적으로 누른 경우,

3.1 피실험자와 실험장치

(3) 인접한 키를 실수로 누르는 경우. 이 때 사용자가

평균 연령 25.2 세인 5 명의 대학생이 피실험자로

키까지 손가락을 옮기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을 Tk,
작업 간에 걸리는 인지적 시간을 Tm,
누르는데

필요한

시간을

Tb,

참여하였다. 그들은 터치 스크린 사용에 능통하고

삭제 키를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비롯한 여러 소형 전자기기의 숫자

실수를

입력에

알아차릴 때까지 추가로 누르게 되는 키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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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1440 pixels) 디스플레이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 쪽에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뜨고, 가운데에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11 개의 숫자 키와 Del 키가 한
줄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과제의 시작과
정보 입력 완료를 제어할 수 있는 Enter 키가 있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는 시행한 과제의 횟수가
그림 6 각 실험의 숫자 키 배열

표기된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실험이 시작되고 입력정보에는
입력해야 할 10 개의 숫자가 나타난다. 피실험자가
입력정보 창에 제시된 숫자를 읽고 숫자 키를 눌러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창에

피실험자가

입력한

숫자가 뜬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숫자 키를 잘못
눌렀을 경우 Del 키를 눌러 수정할 수 있으며, 10 개의
숫자를 모두 입력하면 정확도에 상관없이 하단의
Enter 버튼을 눌러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때
과제 별 정확도(과제 성공률)와 소요 시간이 측정된다.
또한 각 과제 별로 Del 키를 누르는 횟수도 자동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터치스크린 사용자들이 타이핑
과제를 수행할 때, 한번에 완벽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오류를 계속 수정하며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
표 1 각 실험의 독립 변인

실험

A

B

C

간격

없음

있음

있음

키 크기

Full size

Half size

Half size

활성화 구역

Full size

Half size

Full size

그림 5 본 실험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3.2 실험 방법
실험은 세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건 별로 각각
30 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건에 따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 키의 크기, 키 간의 간격,
사용자의 키 입력을 인식하는 활성화 구역이 다르게

4. 결과 및 분석

주어진다. 키 사이의 간격은 ‘간격이 없을 때(full-size
key)’와 ‘절반 크기의 간격이 있을 때(half-size

각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한 과제를 완료할 동안

key)’로 구분하였다. 간격이 없을 때 키 사이즈는 1cm

평균적으로 걸린 입력 시간과 Del 키가 눌린 횟수를

이다. 키의 활성화 구역은 ‘간격 없는 키의 크기(fullsize

activation)’와

‘키의

절반

측정하였다. 세가지 조건에 따른 평균 Del 키 입력

크기(half-size

횟수와 평균 소요시간은 그림 7 그래프와 같다.

activation)’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진행한 각 실험의

따라서, 피실험자가 Del 키를 많이 누르는 것은 현재

숫자 키 모습은 그림 6 와 같고 각 숫자 키의 독립변인

실험 환경에서 사용자가 정확히 입력하는 데에

설정은 표 1 과 같다. 모든 실험에서 입력창과

어려움을

Enter 버튼의 크기는 동일하며, 숫자 키 부분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실험자들이 A, B, C 실험에서 평균 성공률을 보면

버튼의 높이는 0.8cm 로 동일하다.

A 실험은 97.1%, B 실험 99.2% C 실험 98.6%로 각
실험에서 오류없이 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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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였다. 먼저 키 간 간격이 생기면 정보 입력의
정확도를 증가시켜 잘못 입력된 문자를 수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포인팅 시간이 길어져 과제 수행
소요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키의
크기가

작더라도

입력

활성화

영역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입력 활성화 영역의 크기를 늘리기
전보다 전체 소요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키의
크기가 작아 사용자가 보다 정확하게 포인팅을
하지만 입력을 받아들이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넓기
그림 7 실험 결과 그래프 (a) 각 과제별 평균 Delete 키 입력

때문이다.

횟수 (b) 각 과제별 평균 소요시간

위한 최적의 키 간 간격 디자인 가이드를 구축할 수
있다.

피실험자가 Del 키를 누르는 것은 인접한 키를 눌러
잘못된

숫자를

눌렀을

때

오류를

본 연구를 통해 최고의 타이핑 성능을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실험 B 가 실험 A 보다 Del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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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 일반적으로 압축 모드가 가장 큰 저항력을 발생시
키며 전단 모드가 가장 작은 저항력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변유체 기반 토크 피드백 제
시장치에서 압축 모드를 사용해 저항력을 극대화할

자기유변유체 기반의 반-능동 장치에서 효율적인

수 있는 새로운 개념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개념
구조는 스러스트 볼 베어링을 기반으로 하며, 회전을

저항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압축 모드를 포함한 복
합적인 동작 모드를 발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체의 압축을 유발하여 압축 모

하지만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기유변유체

드를 발생시킨다. 또한 자속선이 스러스트 볼 베어링
을 통과하여 자기유변유체의 압축 모드를 발생시킬

기반 토크 피드백 제시장치들은 전단 모드 및 흐름 모
드 만을 사용하여 저항력을 생성하고 있다[2-5]. 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속선 시뮬레이션을

러한 장치들은 회전 판이 회전을 하면서 자기유변유

수행하였다.

체가 채워져 있는 갭의 두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압
축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단 모드나 흐름모드만

주제어

을 이용하여 저항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기유변유체, 근감각 액츄에이터, 스러스트 베어링,

저항력의 생성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MR 브레이크

위와 같은 토크 피드백 장치에서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변유체 기반 토크 피드
백 제시장치에서 압축 모드를 발생시켜 크기 대비 큰
저항력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구조를 제안한

1. 서 론
자기유변유체는 액체의 상태로 존재하지만 자기장

다. 제안하는 개념 구조에서 자속선이 유체의 압축이

이 가해지면 점성이 변화하여 고체화 되는 특성을 가

발생하는 스러스트 볼 베어링을 통과하여 생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 시뮬레이션을 수행

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유변 유체의 특성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점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능동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실효성을 증명한다.

(Semi-active) 장치를 개발하기에 유용하다.
자기유변 유체 기반의 반-능동 장치들은 자기유변
유체의 3 가지 동작 모드(전단 모드(Shear mode), 흐

2. 본문

름 모드(Flow mode), 압축 모드(Squeeze mode)) 중

그림 1 은 제안하는 토크 피드백 제시장치의 개념

에서 1 개 이상의 동작 모드를 사용하여 저항력을 발
생시킨다[1]. 전단 모드는 자기장이 가해지고 있는 두

설계도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장치는 자기장 생성을
위한 솔레노이드 코일과 자속선의 차폐를 위한 하우
징 및 하우징 커버, 자기유변 유체의 압축 모드 생성

판 사이에 자기유면유체가 있을 때 두 판에 가해지는
수평적인 힘에 저항하는 동작 모드이며, 흐름 모드는
두 판 사이의 자기유변유체에 압력이 가해져 유체의

을 위한 스러스트 볼 베이링과 베어링의 회전을 돌림
판에 전달할 회전대로 이루어져 있다. 스러스트 볼 베
어링은 베어링의 회전에 의한 솔레노이드 코일의 손

흐름이 발생할 때 이에 저항하는 동작 모드이다. 압축
모드는 두 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자기유변유
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이에 반발하는 저항력을 생성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어링 하우징에 탑재되게 되
며, 자기유변유체는 베어링 하우징 내부에 스러스트
볼 베어링과 함께 채워진다.

하는 동작 모드이다. 이와 같은 3 가지 동작 모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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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방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하는 구
조가 회전을 하면서도 자기유변유체의 압축 모드를
발생시켜 보다 효율적인 저항력 생성이 가능함을 나
타낸다. 또한 하우징을 통해 자속선이 완전히 차폐되
어 자기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자속선 확인을 위한 유한요소법 시뮬레이션
그림 1 제안하는 토크 피드백 제시장치의 개념 설계도

3. 결론

그림 2 는 스러스트 볼 베어링 회전에 따른 자기유
변유체 압축 모드의 발생 원리를 나타낸다. 자기유변
유체는 베어링의 상·하판 사이에 전동체와 함께 채워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변유체 기반 토크 피드백 제
시장치에서도 자기유변유체의 압축 모드를 발생시킬

져 있으며, 베어링의 볼이 회전을 하게 되면 베어링

수 있는 새로운 개념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구
조는 스러스트 베어링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회전을

볼과 하판 사이에 있던 유체에 수직 방향으로 압축이
발생하게 된다. 유체에 발생하는 압축은 여러 개의 볼

하면서도 유체의 압축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자기유

에 의해 회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

변유체 기반 토크 피드백 제시 장치에서 압축 모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압축이 발생하는 방향과 자속선

한 스러스트 볼 베어링의 회전에 의해 유체의 흐름이
발생하기 되어 자기유변유체의 흐름 모드 역시 발생

의 방향이 일치해야 하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한

하며 전단 모드 역시 베어링 상판의 회전에 의해 발생

요소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구조는 자속선이 스러스트 볼 베어링을 수

한다.

직으로 통과하여 자기유변유체가 압축되는 방향과 동
진행 방향

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제안하는
구조가 압축 모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회전 방향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의 자기유변유체 기반
토크 피드백 제시장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압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큰 저항력을 생성할 수
있었으며, 전단·흐름 모드까지 복합적으로 발생시켜
더욱 효율적인 저항력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압축 발생

다. 제안하는 개념 구조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기
존의 차량용 브레이크나 회전 댐퍼 뿐만 아니라 웨어
러블 장치를 위한 소형 햅틱 액츄에이터의 개발에도

그림 2 스러스트 볼 베어링을 이용한 자기유변유체의 압축
모드 발생 원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유변유체의 압축이 발생할 때 압축 모드를 사
용한 저항력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속선이 생성되는
방향과 유체의 압축이 일어나는 방향이 일치되어야

사사의 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속선이 생성되는 방향이 베어

이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산업 전략 기술 개발

링과 수직 방향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3 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과제번호

:

10077643). 또한 이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신시장 개
척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나타내며, 제안하는 토크 피드백 제시장치의 수직방
향으로 자속선이 베어링을 통과하여 생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속선의 방향과 유체의 압축이

다.(과제번호 : S239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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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전극이

본 연구에서는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구동
원리를 분석하고, 불필요하게 인가되는 전기 에너지를
없애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진동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액추에이터 구조를
제안한다.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와 성능
비교를 위해 가속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하는 구조 기반 액추에이터의 진동 가속도 성능은
기 개발된 구조의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 대비 약
0.05 g (g = 9.8 m/s2) 에서 0.416 g 만큼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없이도 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폴리 염화 비닐 (poly
vinyl chloride, PVC) 겔 (PVC 겔) 기반의 유연한 진동
액추에이터가 개발되었다 [5]. PVC 겔은 가소제와
PVC 파우더를 섞어 제작되며, PVC 와 가소제의 양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진다. PVC 겔에 전압 인가 시 PVC
겔 내부의 가소제가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겔이
변형되는 전기장-유도-변형 (electric-field-inducded
deformation)이 발생하며, 전압 해제 시 빠르게 원
상태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는 구동 변위를 키우기 위해
볼록하고 오목한 형상이 반복되는 물결무늬 형상의

주제어
폴리 염화 비닐 겔, 유연한 진동 액추에이터, 필름 타입
액추에이터, PVC.

PVC 겔을 사용하였으며, 겔의 위/아래에 전압 인가를
위한 전극 판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기 개발된 PVC 겔 기반의 유연한 햅틱 액추에이터는
실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진동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액추에이터에 전압이

1. 필요성
전기 활성 고분자는 크게 이온성 고분자와 비이온성 고분자로 나뉜다. 이온성 고분자의 양 면에
부착된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고분자 내부의 이온이
이동하며 부피 변화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한쪽

인가되면 전반적인 물결무늬 형상의 겔에 전기장이
인가되는 반면, 대부분의 겔 변형은 볼록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며, 오목한 부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겔의 오목한 부분에 인가되는 전기 에너지는

방향으로 수축하거나 늘어나게 된다 [1, 2]. 이러한

진동을 생성하는 데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이온성 고분자는 낮은 전압에 구동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해질 내에서의 지속적인 이온 공급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필요하므로 공기중에서의 구동이 어렵다는 단점을

폴리 염화 비닐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구조를 분석하고,
인가되는 전기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가진다. 비-이온성 고분자는 전압 인가 시 두께
방향으로 수축하며 넓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구조가

가지고 있다. 비-이온성 고분자는 높은 고전압을

폴리 염화 비닐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진동 힘을

요구하지만, 공기중에서 큰 변형량 (200 % 이상)을
가지며 강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최근 유연한 햅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액추에이터의 개발을 위해 비-이온성 고분자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 4]. 하지만 전기 활성 고분자는
구동을 위해 반드시 유연한 전극 (compliant electrode)
이 필요하며, 저항이 높고 쉽게 손상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진동이 지속됨에 따라 유연한 전극이
떨어지거나, 점차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열이 발생하는

2. 폴리 염화 비닐 겔 기반 액추에이터
그림 1 은 본 연구팀에서 기 개발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구조 (그림 1. (a)) 와 구동 원리 (그림 1.
(b)) 를 보여준다 [5].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는
물결무늬 형상의 PVC 겔과 두 개의 금 도금 전극으로

등 전기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를

이루어져 있다. 사용된 PVC 겔은 기존 연구에서 가장
진동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PVC 5 겔 (PVC 와

야기한다.

가소제의 무게 비율이 1: 5) 이 사용되었다 [5].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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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시 PVC 겔은 전기장-유도-변형과 두 전극 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압축되며,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함수 발생기, 고전압 앰프,
개발된 액추에이터, 100 그램 추, 가속도 센서, 그리고

전압 인가 해제 시 PVC 겔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였다. 함수 발생기에서는 0 ~ 1

빠르게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 이 때 PVC 겔의
변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변형은 볼록한

V 의 사각파 전압을 고전압 앰프로 전달하였으며,
고전압 앰프는 전달된 사각 파형을 1000 배 증폭하였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

증폭된

dr), 오목한 부분에 인가되는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구동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dv).

액추에이터의 위에는 100 그램 추를 올려놓았으며, 그
위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그 후 가속도 센서에서

그러므로, 사라지는 전기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고,

출력되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관측하였다. 본

구동되는 볼록한 부분에 전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실험에서는 1 Hz 부터 300 Hz 까지 주파수를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변화시키며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전압은

개발된

액추에이터에

인가되었다.

그림 3 은 개선된 구조가 적용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와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가속도를 보여준다. 개선된 구조를 가지는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는 에너지의 집중을 통해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에 비해 최대 0.416 g (g =
m/s2) 만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진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판 형태의 전극에 비해 개선된
구조의 전극 강성이 낮아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구조(a) 및 구동
원리(b) [5]

3. 개선된 구조 및 실험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에 인가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림 2 와 같은 구조를
개발하였다. 본 구조가 적용된 물결 무늬 형상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는 겔의 주요 변형 부분인 볼록한
부분에 전극이 집중되어 있어 인가되는 에너지를 모두
겔의 변형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변형이 적은 오목한
부분에는 전기 에너지가 인가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구조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전극의

그림 3 새로운 구조가 적용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가속도와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가속도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크기는 0.8 mm 이며, 총 625 개의 사각형 전극이 0.2

구동 원리를 파악하고, 구동 시 PVC 겔의 형상 변화를
관측하였다. 물결 형상의 PVC 겔은 전압 인가 시

mm 의 전극으로 연결되어 있다.

볼록한

부분에서

큰

변형이

일어나며,

오목한

부분에서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액추에이터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압 인가 시 대부분의 변형이
그림 2 제안하는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구조 (단면도)

제안하는 구조의 햅틱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개선된
구조를 갖는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가속도를

일어나는 볼록한 PVC 겔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실험
결과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에 비해 최대
0.416 g 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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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의 구조는 유연한 장치에서 기
개발된 PVC 겔 기반 액추에이터 대비 더욱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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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품의 PUI 에서 촉각적 피드백의 한 종류인 힘과
관련된 경험이 중요해 지고 있다. 사용자가 장치를
조작하는 동안 겪게 되는 힘과 동작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햅틱
프로파일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햅틱프로파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힘과 위치가 있지만 이는
사용자 개인별 동작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파라미터로서 힘변화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안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는 햅틱프로파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힘, 위치, 그리고 시간이라는 측정
가능한 주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힘과 위치의
변화율을 제시하고 햅틱프로파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에 기반을
두었으며 향후 실험을 통해 다양한 조작장치의
햅틱프로파일을 실제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오직 조작감에 의존하여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작감은 더욱
중요하다. 이때 조작장치는 명확한 Force Feedback,
Blind Control, 조작 행위의 행동 유도성 등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3].
1.2 PUI 에서 힘-경험
PUI 의 조작은 조작력이라고 하는 힘을 매개로 한다.
힘을 주어 버튼을 누르고 노브를 돌리며 레버를 밀기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작력은 동작을 진행하는 동안
일정하지 않고 연속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사용자는
조작과정에서 조작력의 변화를 통해 조작의 시작,
조작의 성공, 조작의 종료 등의 단서(haptic clue)를
얻게 된다. 그리고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피드백 받았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는 힘의 변화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더불어
감성적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힘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제어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햅틱프로파일, 힘변화율

이재환
Jaehwan Lee

1.3 힘-경험의 해석을 위한 햅틱프로파일
조작감,

힘경험,

1. 서 론
1.1 PUI 에서 조작감의 중요성
제품의 기능과 효율보다 감성적 만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감성적 품질은 시각영역을 넘어 촉각, 청각 등

조작이 진행되는 동안 조작력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햅틱프로파일이 활용된다.
햅틱프로파일은 힘과 위치 등 촉각적 파라미터를
차원으로 하여 좌표평면에 그린 곡선을 말하는데,
그림 1 에서 보는 것처럼 조작력-위치 대응커브
(force–position curve)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감각적 영역에 까지 확장되었다 [1]. 촉각은
제품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피부나
근육을 통해 지각하는 감각으로서 사용자의 감성과
제품의 사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촉각을
통해 제품의 형태, 재료를 파악하거나 힘을 가하여
동적인 조작을 수행하며 과업의 진행과 끝을 확인
하기도 한다 [2]. PUI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
시 촉각에 기반한 조작감은 조작 성공률을 높이고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특히, 조작단
보다 출력단에 시각적 주의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그림 1 스위치 누름 시 조작위치에 따른 햅틱프로파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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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jiro 등은 [4] 키보드 스위치 조작동작을 travel 과
reaction force 의 대응커브로 제시하고 커브의
변화특성 4 가지 (Initial Force, Peak Force, Drop
force, Ending force 등)가 조작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전차수 [5] 등도 다이얼의 조작감을
정량화하여 평가하기 위해 다이얼의 힘 변화 특성인
디텐트 (detent)의 진폭 및 주기를 토크측정기로
측정하여 햅틱프로파일을 기록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다이얼 조작감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e
등도 [6] 슬라이드폰 조작감을 조작변위에 대한 힘
커브로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최대 힘(open max
force)과 자동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점(dead
point)의 위치가 감성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PUI 를 다루는 사용자의 힘-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힘과 위치라고 하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한 햅틱프로파일이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힘-위치 커브는 조작장치마다 갖고 있는
저항력 또는 탄성력의 개별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경험하는 힘-경험은 조작동작이라고
하는 개인의 동적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동일한 스위치를 누를 때 속도를 다르게 하면 힘경험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의지에
따라 조작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속도를 일정하게 또는 변화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시간 파라미터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UI 의 조작과정에서 겪는 힘경험을 사용자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시간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장치와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햅틱프로파일이라는

2.1 주요 파라미터 정의
조작장치에 충분한 조작력을 인가하면 시간에 따라
조작변위가 발생하고 동시에 반력이 변하게 된다. 이
세가지 요소인 힘, 위치 그리고 시간 중 앞의 두 가지
힘과 위치는 인체의 골격계에서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파라미터 이다. 힘은 인대의 골지건 기관에서,
변위는 근방추에서 지각한다 (그림 2). 하지만 나머지
시간의 지각은 전문감각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종합을 통해 심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힘-경험 시 시간의 절대값 자체가 의미를 갖기보다는
힘과 변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화율이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림 3 과
같이 힘, 위치, 그리고 시간 등 기본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변위의 변화율인 속도, 가속도와, 힘의 변화율인
Rate of force 등을 새로운 힘-경험 해석 파라미터로
생각해볼 수 있다.
파라미터

힘 (force)

위치 (Position)

기관

골지건기관 (golgi
tendon organ)

근방추 (muscle
spindle)

지각내용

근육의 장력 (힘)
지속적 센싱

근육의 수축에 따른
길이 및 길이 변화율

이미지

그림 2 힘과 위치를 지각하는 인체기관

그래프 형식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힘과 위치를 제외한
새로운 파라미터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문
본문에서는 장치를 조작하는 동안 힘(force),
위치(position), 그리고 시간(time) 이라는 세 가지
기초적인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겪는 힘경험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가지 파라미터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서로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미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햅틱프로파일을 해석하는 주요 파라미터

2.2 힘의 변화율
힘의 변화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위치를 기준으로 한 힘변화율이다. 이는 스프링 등
탄성재료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강성
(stiffness)과 같은 의미이고 단위로는 N/mm 를
사용한다. 햅틱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그림 4 에서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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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인 그래프의 기울이가 강성이 된다. 그림 4 a)는
강성이 일정한 반면 그림 4 b)는 강성이 매 순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작장치에서는 변위에 따라서
강성이 변화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조작감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반복적인 동작에서 나타나는 진동에 의해 지각할 수
있다. 가속도 역시 감각수용과정에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인간의 피부와 골격근에 있는 기계수용기인
파치니 소체 (Pacinian corpuscle)가 진동 같은
가속도에 직접 반응하기 때문이다. 조작동작에서
가속도가 나타나면 가속도를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2.4 파라미터 조합을 통한 햅틱프로파일 제시

그림 4 변위에 대한 힘 대응커브와 강성

힘 변화율의 또 다른 관점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작장치의 힘-위치 커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사용자의 의도적 동작에 의해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작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조작 진행을 잠깐 멈추었다 다시 진행하면 시간에 따른
힘은 변하게 된다. 또한 매 조작 시 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힘-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힘변화율이 필요하다.
시간에 따른 힘변화율은 rate of force 라 부를 수 있고
단위로는 N/s 를 사용한다. 스포츠과학 분야에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순발력 (rate of force development; RFD)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각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육의 인장력을 지각하는 골지건기관은 긴장성수용기
(tonic receptor)로서 자극에 느리게 적응한다. 이는

지금까지 PUI 조작 과정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힘경험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햅틱프로파일의
여러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된
파라미터 중에서 2 개 이상을 선택하여 대응커브를
그리면 다양한 유형의 햅틱프로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Weir [7]는 반력 특성이 다른 스위치에 대해
force-position 을 측정하여 force, position, velocity
등 3 개의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한 3 차원
햅틱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 개의 파라미터 간
상호대응 커브인 2 차원 햅틱프로파일도 각각
그려봄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햅틱프로파일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5). 여기서 velocity 가 추가로 선택된
이유는 스위치 자체의 기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사람의 동적 특성이 반영된 파라미터가
스위치의 조작감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자극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활동 전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서 자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힘-경험을 해석하는
햅틱프로파일을 제시할 때 힘의 절대값뿐만 아니라
힘변화율도
함께
고려하면
인간이
지각하는
감각반응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3 위치의 변화율
조작변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흔히 알고 있는
속도(velocity)의 개념이다. 사람이 장치를 조작하는
동안 일정한 속도로 동작하기는 어렵다. 강성이 갑자기
커지는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힘을 인지하고 더욱 큰
힘을 가하게 되기 까지 반응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지연이 나타나 속도가 느려진다. 이처럼
조작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는 단일 조작동작에서 느끼기는 어렵고

그림 5 햅틱프로파일의 새로운 접근 사례

하지만 속도 파라미터로부터 의미 있는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힘변화율을
기준으로 햅틱프로파일을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림
6 a)는 Kajiro [4]의 연구에서 제시한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6 b)는 힘변화율 (rate of
force)의 예상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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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jiro 는 조작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initial force,
peak force, drop force, ending force 등 4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모두 높은 힘변화율을 수반하는 구간에
관계된다. 따라서 햅틱 프로파일을 이용한 힘-경험
해석 시 시간에 따른 힘변화율이 중요한 파라미터로
제시될 수 있고 향후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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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운 렌즈 구조를 제작하고, 제작된 렌즈의 성능을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가변초점렌즈를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폴리염
화비닐 겔 기반의 새로운 가변초점렌즈 구조를 제안

제안한다. 제안하는 가변초점렌즈는 환형의 전극과
폴리염화비닐 겔, 투명 전극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투명 폴리염화비닐 겔은 전기장에

한다. 제안하는 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가변초점렌즈
는 충분한 초점거리 변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다

의해 형상이 변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작
고 가볍게 제작이 가능하며, 전압 인가에 따라 초점거
리가 변화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렌즈는 모바일 기기

양한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가변초점렌즈의 구성

주제어

2.1 가변초점렌즈를 위한 폴리염화비닐 겔

폴리염화비닐 겔, 적응형 렌즈, 대변형 렌즈, 전기 활
성 겔, 자가 변형 렌즈

폴리염화비닐 겔을 제작하기 위해 모재로 폴리염화
비닐 1 g 과 가소제인 디부틸 아디페이트 (Dibutly

1. 서 론

Adipate, DBA) 9 g, 용매인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THF)이 사용된다. 용매에 가소제
와 폴리염화비닐을 완벽하게 녹이기 위해 4 시간동안

최근 가변초점렌즈는 복합 렌즈를 구성하는 렌즈의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고 가볍게 제작 가

교반한 후, 평평한 형태의 폴리염화비닐 겔을 얻기 위

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 가능한 렌즈로

해 테플론 접시에 용액을 드롭 캐스팅(Drop casting)
한다. 이후 용매인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을 건조 시키

각광받고 있다. 가변초점렌즈를 개발하기위해 기존에
는 복수의 렌즈들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초점을 변

기 위해 상온에서 72 시간 건조한 후 24 시간동안 진

화시켰으며, 이를 위하여 모터, 기계적 구동기 등을

공 오븐에서 진공상태로 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1 mm 두께의 평평하고 투명한 폴리염화비닐 겔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부피가 크고 무
겁다는 단점을 초래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고 가벼운 형태의 스마트 물질 기반 가변초점

을 얻을 수 있다. 상세한 제작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6-9].

렌즈가 개발되었다 [1-5]. 이 중 유체 기반의 가변초
점렌즈는 렌즈의 초점거리 변화율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체의 누수, 중력에 의한 형상 왜곡

Transmittance [%]

등의 단점으로 인하여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 힘들
다는 문제가 있었다 [1,2].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전기
활성 고분자 렌즈의 경우 초점거리 변형율이 작다는
단점을 가졌다[3-5]. 기존의 단점을 극복한 형태의
가변초점렌즈를 개발하기 위해 폴리염화비닐 겔
(Polyvinyl chloride gel) 기반의 가변초점렌즈가 고려
되고 있다[6-9]. 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가변초점렌즈
는 기존 가변초점렌즈의 단점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
라 작고, 얇으며 가볍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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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기를 위한 가변초점렌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그림 1 폴리염화비닐겔의 투명도 측정 결과

로 기대된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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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폴리염화비닐 겔이 렌즈로 사용하기에 적합
한지 파악하기 위해 광학적 특성 중 투명도를 확인하
였다. 그림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한 겔은 가시
광 영역인 550 nm 파장에서 90 % 정도의 높은 투명
Anode

도를 가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한 겔은
충분히 가변초점렌즈의 매질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Cathode

판단되었다.
2.2 가변초점렌즈의 구조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의 가변초점렌즈를 제작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구

그림 3 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가변초점렌즈의 구동 원리

조를 개발하였다(그림 2). 제안하는 렌즈는 그림 2(a)
와 같이 양극으로 사용하기 위한 환형의 전극을 가지
는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폴리

제작된 가변초점렌즈에서 압축프레임을 회전 시키게
되면 나선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겔에

염화비닐 겔 (PVC gel), 음극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듐

압력을 가하게 되며 이에 의해 겔이 PCB 의 구멍

산화 주석 유리 (Indium Tin Oxide glass, ITO glass)
로 구성된다. 사용된 PCB 는 지름 1.5 mm 의 구멍을

안쪽으로 볼록한 형상으로 융기 된다. 폴리염화비닐
겔 내부에는 폴리염화비닐 사슬 (파란색 실선)과

가지고 있으며 제안하는 가변초점렌즈는 기반 프레임

가소제 (주황색 점)가 존재하는데 가소제는 분자

(base frame) 위에 PCB 와 폴리염화비닐 겔, ITO

구조상 쌍극자 형태로 폴리염화비닐 겔 내부에
존재한다. 양극(Anode)과 음극(Cathode)에 전압을

glass 를 차례대로 쌓은 뒤 압축 프레임 (compress
frame) 과 기반 프레임에 형성된 나선에 의해 쉽게 조

인가할 경우 무작위 상태로 배열되어 있던 쌍극자

립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림 2(b)와 같이 1.5

들이

양극

방향으로

정렬되며

끌려가게

되고,

mm 의 지름을 가지며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폴
리염화비닐 겔 기반 가변초점렌즈를 제작할 수 있다

끌려가는 쌍극자에 의해 폴리염화비닐 사슬 또한
함께 끌려가게 되어 결국 폴리염화비닐 겔이 양극

(그림 (c)).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그림
3 과 같이 전압 인가 전에는 볼록한 형상을 가지던
폴리염화비닐 겔이 전압 인가 시 양극방향으로
변형되어 겔의 곡률 반지름이 커지게 되며, 따라서
렌즈의 초점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가변초점렌즈를 모바일 기기에 실제 적용
해본

결과,

전압

인가에

따라

모바일기기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초점거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하는 렌즈의 구동
원리에서 설명하였듯이 인가되는 전압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렌즈의 곡률 반지름이 커져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한 폴리염

그림 2 모바일 기기를 위한 가변초점렌즈의 구조

화비닐 겔 기반 가변초점렌즈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렌즈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폴리염화비닐 겔 기
반 가변초점렌즈는 모바일 기기 뿐만 아니라 의료기
기, 군사 기기, 가상 환경을 위한 기기 등에 적용 가능
한 새로운 형태의 광학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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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ial nerve palsy makes patients lose voluntary
muscles movement typically at one side of the
human face and then it makes them difficult to
interact

with

people

using

natural

facial

expressions. Detection of such symptom and
evaluation of how serious it is should be a big
challenge for standard face models. We propose a
new method by which facial landmarks of the
palsy face can be detected and measure the
degree of the symptom using Discriminative
Bayesian Active Shape Model (DB-ASM). Each
patient was asked to make a few facial actions,
such as eye closing, E-action and O-action with his
mouth. We use facial landmarks detection method
in measuring displacement ratios reflecting the

landmarks

detection,

DB-ASM,

facial

paralysis

1. Introduction
Facial paralysis, named Bell’s palsy, makes patients
lose their facial movement ability of one side on
the face, especially muscles for facial expression.
The patients cannot control several facial functions,
such as blinking or closing eyes, smiling, raising
eyebrows. Such disease can be recovered if
patients have early treatment of facial paralysis,
otherwise the sequela will be left on the face and
affect their daily life and social activities. Figure 1
shows a few images from 3 patients and 1 healthy
person

when

they

are

acting

one

of

the

designated facial actions.

structure of regions of eyebrows, eyes and mouth,
respectively. There are three

steps for

this:

annotating face model, fitting facial landmarks and
measuring symmetry indices on the face. The
present dataset contains many videos collected

Figure 1 Facial actions by patients vs. healthy person

from

and one control

14

patients

and

6

healthy

persons.

Experimental result suggests that the model with

The standard grading system that is widely used

DB-ASM is useful as a facial landmarks predictor

in assessing the degree of the facial paralysis is

for facial paralysis patients.

the House-Brackmann (HB) scale [1]. However,

Keyword

such scale based on symmetry evaluation between
groups of facial muscle has some limitations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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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depends on scores evaluated by clinicians

area. Then the model detects 45 landmarks and

and may lead to subjective biases. Recently,

calculates symmetry indices for eye and mouth

several objective assessment studies of facial

regions. The feature vectors are obtained by

paralysis are proposed. One of them utilizes the

fusing these indices. The final stage classifies

computer

whether the face has a symptom or not.

model

based

on

image-processing

techniques and there are two categories [2]:
geometry-based [3, 4] and landmarks-based [5].

2. Methods

Here, we focus on a landmarks-based method

In this section, we describe a brief overview of

using a recent Active Shape Model (ASM), called

face model and DB-ASM for face landmarks

Discriminative Bayesian – ASM (DB-ASM) [6].

localization,

Recently, DB-ASM has been useful in tracking a

extraction process.

non-rigid object such as driver’s face against

2.1 Face model

extreme head pose cases [7]. In the present study,
we use DB-ASM as a face model for fitting the
palsy faces.

as

well

an

analysis

for

feature

The standard face models, such as AAM, ASM and
Dlib, work very well for healthy subjects but not
for facial palsy pati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a
face model that works for patient and healthy
persons. The number of points on the face
depends on what features we need. If this number
is too many it will not only take time for making
points manually but also waste resources. From
our preliminary study, we found that 45 landmarks

Figure 2 45 landmarks used for the present DB-ASM

are the best for the present study so that we are

The model for this purpose consists of 45

able to get enough facial regions and extract

landmarks as shown in figure 2 since our focus is

features from those landmarks.

the facial features such as eye, eyebrow, nose and

2.2 Discriminative

mouth rather than the outline of the face, the

Bayesian

Active

Shape

Model

landmarks. The potential facial palsy patients were
asked to make three different facial actions: eyes
closing, E-action and O-action with his mouth.

Figure 3 Flowchart for evaluation of facial paralysis

Figure 4 Appearance of MOSSE filter and response map

using DB-ASM

on a PDM shape: the PDM shape on a given face

Figure 3 shows the flowchart of the system. For
the given image, a face detector detects a facial

having 45 landmarks (left); the MOSSE filters at four
sampled locations (middle); and their corresponding
response map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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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important evolutions in the face model

part (M3M9) and square of right

is the contribution of Constrained Local Model

mouth part (M0M3 and M9M11)

(CLM), which is a global face model by combining
the local feature detections. DB-ASM is a face
model based on Active Shape Model (ASM) [6, 7]
and utilizes CLM. A global model is composed of
Point Distribution Model (PDM). Here, MOSSE
(Minimum Output Sum of Squared Error) filter,
which is very fast and reliable, extracts the local
features. Then, the shape parameters use a
Maximum A Posteriori (MAP) update as shown
figure 4.

7)

Ratio

between

boundary

of

left

MR4

mouth part and boundary of right
mouth part

3. Experiments an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two groups: 14 patients and 6
healthy persons) were asked to perform three
states: eye closing, say “O” and say “E”. The video
recording duration of each person is 15-20s
running 30 f/s. In the experiments, we only focus

2.3 Asymmetric features

on 3 facial expressions, therefore the dataset

Asymmetric features indicate the displacement of

contains 7139 images of 20 subjects. In each

shape points set on several regions of the face

training and testing run, 2/3 subjects of each

while the subjects move their muscles (the face

group are randomly selected for training, the

model is at the left part of figure 4). Section 3

remaining for testing. The classification rates are

describes the detail analysis on feature fusion.

the

Asymmetrical features

Name

1) Ratio between distance of right eye

ER1

(mean of E1E7, E2E6, E3E5) and distance
of left eye (mean of E11E13, E10E14,
E9E15)
ER2

center of two eyebrows to the line
connected center of two eyes
3) Ratio between square of left eye

ER3

region and square of right eye region
4) Ratio between distance of left mouth

MR1

part (mean of M2M10, M1M11) and

1,000

independently

Table 2. Comparison of 7 features on different methods

Feature

Linear

RBF

Poly (d=2)

LDA

SVM

SVM

SVM

ER1

63.03

62.41

62.95

62.85

ER2

63.83

63.96

63.84

63.79

ER3

62.98

63.98

62.78

63.67

MR1

63.76

63.73

63.81

63.81

MR2

80.22

80.63

81.13

75.94

MR3

74.47

73.17

73.75

71.66

MR4

67.34

72.82

75.57

69.6

Two experiments are run: (1) individual feature is
used to classify into 2 categories to check which
the performance of system and makes the system

M5M7, M4M8)

more reliable. Table 2 gives comparisons of seven
MR2

features. It can be found from Figure 5 and Table
2 that three ratios of mouth are always in top 3 of

M3M9 and distance of M6 to line M3M9
6) Ratio between square of left mouth

of

feature is better; (2) a fusion of features to boost

distance of right mouth part (mean of

5) Ratio between distance of M0 to line

results

repeated turns.

Table 1. List of features

2) Ratio between two distances from

average

MR3

accuracies and it is essential to make a fusion of
features and keep top 3 of features fo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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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verage, it takes 20.4 months to diagnose the
rheumatoid arthritis after their first symptom [2].

Early signs of Rheumatoid Arthritis are hand

Conventional

deformity and pains. That can be seriously
disabling the performance of daily activities.

methods

for

measuring

hand

condition with rheumatoid disease include Self
report (e.g., K-HAQ), medical imaging Test (Xray), physical examination with specialists. A K-

However, few investigations have been made on
measuring hand function with the respect to its
dynamic and joint movement, e.g., finger, hand,

HAQ self-questionnaire is popular and designed
specially for Korean RA; however, the most
answers rely on patient’s memory. It could be very

and wrist. The present study presents a smart glove
named ‘MANOVIVO’ as a new hand assessment
tool for Rheumatoid arthritis. A set of mini sized

subjective and result in a lack of information of
their everyday activities[3]. In turn, X-ray imaging
offers a RA patient’s condition in high-resolution,

IMU sensor makes higher sensitivity of individual
finger movement. A wide range of rheumatoid
arthritis’ hand conditions has been considered

but limits to the static hand information.

throughout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In medical area, very few attempts have been
made RAPAEL Smart Glove™(Neofect, Korea),
rehabilitation of hand dysfunction of stroke

Keyword
Rheumatoid arthritis, Smart glove, Daily activities,
Hand function, Hand movement, IMU sensor

survivor, measured flexion, extension of finger and
wrist. The glove employed bending sensor to
estimate the degree of bending of the fingers[4]. In
similar field, HandTutor™ (Medi Touch, Israel)

1. Introduction

glove assess the flexion and extension of finger and
wrist [5]. Both are using flex sensors, which cannot

Rheumatoid arthritis (RA) is an autoimmune
disease that starts with small hand joints, such as

provide detailed parameter of finger movement

the fingers, thumb, and wrist. It causes hand pain

such as joint angle and its acceleration [6]. Further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measure of individual

and swelling; it goes further to the stiffness and
deformation of the hand. These symptoms result in

finger, which is crucial value for rheumatoid

dysfunction of hand and lead to difficulties in

patient.

performing everyday actions[1].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aims at

RA occurs in all ages and sexes. According to

developing a smart glove enabling Rheumatoid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patient to assess and monitor of their dynamic
hand movement.

Service(2016), wom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han men. The incidence rate of age 30s and 40s

As a first step, a study of hand movement and its

is higher than other arthritis. The recent figure is

links with daily activities of rheumatoid patients
have been investigated. We then designed a smart

growing as their immune system is weakening due
to irregular lifestyle. The problem underlines that it
is difficult to encompass an early diagnosis.

glove for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reflecting the

On

RA specific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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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d function in daily activity for RA.

Cochin Scale,

Turn a door knob

MHQ

Five hand function assessment in self-reported
form are commonly used in rheumatoid arthritis
diagnosis. They involve Arthritis hand function

Other
activities

Cochin Scale,

Turn a key in a lock

MHQ

test(AHFT) (11 tasks), Cochin hand function scale

tasks) [7]. A set of hand function can be grouped

Figure 1 shows hand movements related with
hand function. The RA affects the small joints of
the hand and wrist. The finger movement covers a

Table 1).
Table 1 Hand function tests for RA
Task

Cochin Scale

Hold a plate full of food

Cochin Scale

Peel fruit

Cochin Scale

Cut meat with a knife

Cooking/Ea

Prick things well with a fork

ting

Open a jar

chores

extension,

adduction,

and

abduction.

Flexion/extension of fingers are emphasis on the
proximal
interpharyngeal
metacarpophalangeal joint

joint
(PIP)
and
(MCP) where RA

disease mainly starts.
As the disease progresses, it is often that the wrist
join become harden and the thumbs movements

Cochin Scale,
AHFT

can slow down. Integration of wrist and thumb

Cochin Scale

joint measurement would be a key challenge for the
current study.

MHQ
Cochin Scale,
MHQ

Hold a frying pan

MHQ

Hold a glass of water

MHQ,GAT

Pouring water

House

flexion,
Reference

Hold a bowl

MHQ,AHFT

2.1 Hand Measurement factors

in 6 categories: cooking/eating, house chores,
washing, wearing, hobby, and other activities (See

Category

Cochin Scale

Pick up a coin

(18 tasks), Grip ability test (GAT) (3 tasks),
Michigan hand outcomes questionnaire(MHQ) (12

Cochin Scale,
AHFT

Wash dish

MHQ

Carry grocery bag

MHQ

Hold a toothbrush

Cochin Scale

Wash your hair

MHQ

Squeeze a new tube

Cochin Scale

Washing

of toothpaste
Shoes lacing
Wearing

Hobby

Button shirt/blouse

AHFT, MHQ

Figure 1 Hand movements

Cochin Scale,
MHQ

Open and close zipper

Cochin Scale

3. Development

Write with an ordinary pen

Cochin Scale

The smart glove 'MANOVIVO' developed in this

Cut piece of paper

Cochin Scale

study means that hope to find vitality and recover
hand
function
for
Rheumatoid
patients

with scissor

(Hand+Live in 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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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ty. The smart glove is divided into three

3.1 Hardware Design

parts: a ring part, a main part, and a wrist part
(See Figure 3). It measures each finger, hand, and

A challenge of hardware design is to develop an
advanced finger movement measurement with
mini-sized sensor and higher sensitivity using IMU

wrist joint angles. The modular glove design may

sensor.

reduce patient pain by minimizing contact area
with system.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The hardware system of the smart glove is divided
into two: hand and wrist module (See Figure2).

patient’s hand deformation, individual ring part
can be banded in targeted joints only. The modular
design concept offers easy to wear and repair too.

The hand module has one main module and five
sub-modules. Main module consists of an MCU
(STM32F407IEH6, STMicroelectronics, Geneva,

Flexibility. The rubber band design helps the

3-axis

patient to adjust their size according to hand size
and pain condition. Multiple holes are placed at

gyroscope, 3-axis magnetometer) IMU sensor
(MPU9250, InvenSense), Bluetooth v2.0+EDR

the end of the band to hold the band in place for

Swiss),

9-axis

(3-axis

accelerometer,

the individual.

module (PAN1321i, Panasonic). System power is
provided by a battery (3.7 V, 250mAh) and can be
recharged (BQ24040, Texas Instrument). Five submodules have five mini-sized IMU sensors on
individual finger ends. Source power of submodule can be provided by a main module power.
The specification of the wrist module is the same
as the main module of the hand module, except for
the connections of Ring Part. All data collected in
wrist part is directly transmitted to the main
module through Bluetooth interface at 115200
baud rate.

Figure 3 Product image of MANOVIVO

3.3 Task scenario
To test the smart glove for the use of RA hand
function, we plan to run a clinical test with RA
patients. IRB approval is ongoing. The daily hand
activities which affect RA patients the most were

Figure 2 Hardware system architecture

selected. They were holding the cup, opening the
jar, wring out the laundry, and so on (See Figure 4).
The clinical study will compare the conventional

3.2 Product Design

self-reported questionnaire (K-HAQ) and our

Rheumatoid arthritis can affect varied deformation

experimental task results. A further semi-directive
interview will be made for deeper understanding of

of h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the hand size, finger length, thickness, and even
possible pains in hand. In design process, the

RA pains in hand according to different gender,
age, job, and culture.

authors run two rounds of quick and dirty
experiment with RA patients and specialists.
Thanks to their feedback, the study mainly
considered the following two desig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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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cket supports the hips and thighs to al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ucket

stable movement. If the bucket does not fit the
body, not only will deteriorate the performance,

design for two para ice hockey players. In the
development of the bucket, the needs of the target

but it can also affect the life of the athlete [4]. Ice
sledge hockey players are exposed to a high risk of
skin damage due to the humid environment, skin

were derived through consultation. We used a
scanner to shape the body in order to develop a
bucket suitable for the body. The bucket was

shearing force, and heavy competition. Therefore,
buckets should be ergonomically designed
considering the disabled body. However, there are

designed using a 3D modeling software. K-QUEST
2.0 was used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the
developed bucket. Overall, the scores of buckets

no domestic manufacturers that professionally
produce customized ice hockey buckets. Hockey
players import and use ready-made goods from

and bucket service were marked high. Future
studies should be undertaken to supplement the
bucket design.

abroad [5]. This study aims to develop buckets
based on ergonomic design.

Keyword
Para Ice Hockey, Body Capturing, 3D Modeling,
K-QUEST 2.0, Bucket

1. Introduction
1.1 Para Ice Hockey
Para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the
Winter Paralympic Games, is a sport designed for

Figure 1 Para Ice Hockey

disabled people to participate in ice hockey games.

2. Development design of bucket

The first Ice Hockey World Cup was held in
Stockholm, Sweden in 1960, and it was adopted in

2.1 Participants

the Lillehammer Winter Paralympic Games in

It is important to know the basics information

Norway in 1994. Basically, it follows the rules of

before developing bucke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 In particular, medical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IIHF) just
like ice hockey [1]. It is allowed to use the

such as diagnosis, history, body structure and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for the athletes with

functional
status,
current
problems
and
requirements of the buckets should be identified.

disabilities [2]. A bucket and two sticks assist to
maintain posture while the athletes playing the

Counseling and evaluation were conducted by

game [3]. It is a sport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occupational therapists with medical background
and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in assistive

who are diagnosed with spinal cord injury, limb
amputation, polio, etc.

techn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wo

*Corresponding Author

hockey players. Person A is a left-sided ampu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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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s position is left defender. The inside of the
bucket was used as a sponge, and the left front has
a bone protrusion. One side of the buttocks was
relatively large, and the pelvis was twisted. He
needs to the back angle to be more than 90 degrees
in order to accelerate when driving. The length
between the hips and thighs was 35cm, and the
width of the hips was 34cm. Person B is a polio,
and his position is center. The length from the hips
Figure 4 Scanned data (left: Person A, right: Person B)

to the thighs was 47cm, and the width of the hips
was 36cm. He wanted the waist of the bucket to go
up a lot because he had weak back.

2.3 3D Modeling
We

modeled

using

3D

modeling

software

(Geomagic Freeform; 3D Systems, SC, USA) based
on 3D scan data. The engraving was inverted and
worked out by embossing. The bucket was
designed with a contouring method that is suitable
for the body. The contoured method helps to
distribute the pressure evenly and keep the body
right. The shape of the bucket was made based on

Figure 2 Current buckets (left: Person A, right: Person B)

the model. After converting the modeled data into
NC code, the products were manufactured using a
CNC machine.

2.2 Body Capturing
A vacuum pack was used to visualize the correct
body shape of the participants [7]. When pressure
is applied to the vacuum pack, the surface
engraving of the body appears. It is a desirable
research tool for capturing human body shape.
When capturing, they took the same posture as the
real game. With their legs were gathered and knees
were slightly flexed. Then, the engraving was
scanned using a 3D scanner to acquire data.

Figure 5 3D modeling (left: Person A, right: Person B)

Figure 3 Body capturing (left: Person A, right: Person B)

Figure 6 New buckets (left: Person A, right: Pers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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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

Repair/Serving

satisfact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device and 4
items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the related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The 8 components of
the assistive technology device are dimensions (size,
safety, durability, easy to use, comfort, and
effectiveness. The 4 components of assistive
service

2.5

4.5

+2

Follow-up
Service

1.5

3

+1.5

Total

2.25

4.00

+1.75

Table 2. Satisfaction of bucket

height, length, and width), weight, adjustments,

are

+1.5

Service

K-QUEST 2.0 consists of 12 items that assess the

services

4

Professional

3.1 Korea version of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KQUEST 2.0)

technology

2.5

delivery,

repair/servicing, professional service, follow-up
service.

Figure 7 Assessment (left: Person A, right: Person B)

Before

After

Change

Dimensions

3

4

+1

Weight

3

3.5

+0.5

Adjustment

2.5

3.5

+1

Safety

3

4.5

+1.5

Durability

3

3.5

+0.5

Easy to use

3

4

+1

Comfort

3

3.5

+0.5

Effectiveness

3

4

+1

Total

2.94

3.81

+0.88

4. Conclusion

3.2 Results of K-QUEST 2.0

In this study, we developed customized buckets for

We have compared the current buckets with the
newly developed buckets. Overall, the newly

para ice hockey players and analyzed their
satisfaction. We used scanner and 3D modeling

designed bucket scored high. Also, the satisfaction

software

of service was high. The reasons for the high
satisfaction scores were that professional services

to

design

ergonomically

customized

buckets. Satisfaction was quantitatively assessed
using K-QUEST 2.0. As a result, the new bucket

were provided by clinical experts (occupational

design was highly evaluated. In particular, the

therapists) and the buckets were customized to
meet individual needs. The customized bucket

service components are highly satisfied. This is
because the products were made by experts.

improves the performance because it increases the

However, the number of subjects was limited and

stability of the trunk and pelvis of athle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a limit to obtaining meaningful results.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more design
methods and experiment with more subjects.

Table 1. Satisfaction of bucket service

Service
Delivery

Before

After

Change

2.5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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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들어간다. 교육 과정 후에도 각각의 관찰자간

요약문
본 논문은 (영상 기반) 백혈구(WBC, White Blood
Cell) 감별 기기 개발을 제안하며, 기기는 영상
인터페이스, {검출, 감별}부로 구성한다. 먼저, 영상
인터페이스 부 내에, {고속,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와
트리거(Trigger)

조명을

이용하여

백혈구

영상의

분해능을 향상 시키고, ISP(Image Signal Processing)을
적용하여, 영상을 보정한다. 백혈구 검출은 {저,

혈구감별에 대한 정확도(감별률)가 높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혈구 감별 기기
개발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영상 내에)
백혈구의 특징을 기반하여, 영역 분할(Segmentation)하는 연구[3,4,5], 학습 기반 분류기를 이용한

고}배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저배율 내에) 백혈구

백혈구 감별[6,7]연구 등이 존재한다. 여기서, 정상

후보를 검출한 후에, 고배율로 이동하여 최종적인
백혈구를 검출한다. 여기서 최종적인 백혈구는

백혈구인 5-클래스에 제한된 연구 범위와, 가변적인
백혈구의 특징에 따른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AR(Artifact Cell)을 제외한 {정상, 비정상} 백혈구를

이슈화되고 있다.

의미한다. 크로핑(Cropping)된 백혈구 영역 내에, 단일
기반 영역 분할을 수행하고, (분할된 영상 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백혈구와 비정상 백혈구을
포함하여) 14-클래스의 백혈구를 대상으로 분류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1]와 Random
Forest[2]을 이용하여 14-클래스의 백혈구를 감별한다.
성능 검증은 TPR(True Positive Rate)방식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고, 처리시간은 (S/W 기준) 각각의
모듈 별로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95% 이상의
성능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검출,

백혈구

감별,

Neural Network)와 Random Forest 를 이용한 백혈구
감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또한 AR(Artifact Region)
영역을 필터링(Filtering)하는 백혈구 검출 알고리즘
설계하였고, 이는 불필요한 백혈구 영상을 제거한다.

2. 광학계 내에, 영상 인터페이스

주제어
백혈구

시도하고, Deep Learning 내에, CNN(Convolutional

오토포커싱(Auto

Focusing), ISP(Image Signal Processing)

백혈구의

크기는

보통

10~15µm

이며,

현미경

광학계가 필요하다. 현미경 광학계는 렌즈, 카메라,
오토포커싱(Auto Focusing)[8], 그리고 모션 제어로

1. 서 론
현재 혈구검사는 CBC(Complete Blood-Cell Count)
분석결과 내에,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견된다면 해당

구성한다. 여기서 {렌즈, 카메라, 모션 제어}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성질을 포함한다. 오토포커싱은 {저,
고}배율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혈액을 SMS(Slide Maker & Stainer)로 도말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혈액전문가(의사,
또는

저배율 내에서는 레이저(Laser) 기반 오토포커싱
방식을 이용하고, 포커싱된 영상을 고속으로 촬상한다.

병리사)가 직접적으로 감별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고배율

백혈구인 {중성구, 림프구, 단구, 호산구, 그리고
호염구} 5-클래스 감별을 진행하며, 비정상적인

사용하며, 이 오일은 레이저 오토포커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고배율 내에서는 영상(Image)

백혈구를

기반 오토포커싱 방식을 수행하여, 높은 선명도의

포함한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내에서는

이머젼

오일(Immersion

Oil)을

필요하다.

영상을 획득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동적으로 진행한다면, 많은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 과 같이, 먼저, (저배율-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감별 교육에도 상당한

레이저 오토포커싱 기준) {X,Y,Z}축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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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중영상 기반) Image A/F 블록도

획득하고, 고배율 내에, 획득한 {X,Y}축으로 모션을
이동하여, (Z 축을 기준으로) ±N 장의 영상을
저장한다. 다중 영상 내에, 기울기 정도(Gradient
Density)를

측정하고,

합성한

영상

내에,

ODM(Optical Display Module)을 선정한다. 여기서,
ODM 영역은 포커싱 할 영역을 의미한다. 다중 영상
내에, ODM 영역을 기준으로, 포커스 측정(Focus

(a) 저배율 영상

Measurement)을 하고, 최상의 포커싱 값에 해당하는

(b) 저배율 내에, 검출 결과

영상을 선정한다.

3. 백혈구 검출
백혈구 검출은 그림 2 와 같이 진행된다. {저, 고}배율
내에, 두 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먼저 저배율 내에,
백혈구 후보를 검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고배율 상에, 최종적인 백혈구 검출을
수행한다. 여기서, {색상-채도의 히스토그램, 모양
특징(Shape Feature)}를 이용하고, 이는 불필요한
백혈구를

AR(Artifact

Cell)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백혈구 영상 내에,
색상-채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하여)
백혈구 검출을 위한 색 공간 {변환 , 분리}를 수행한다.
노이즈 제거를 위한 Morphology[9]연산을 처리하고,
CCA(Connected Component Analysis)와 Hough
Transform[10] 수행한다. 이는 레이블링(Labeling)된
백혈구 영상 내에, AR(Artifact Cell)을 제거한다. 그림
3 은 백혈구 검출 을 나타내고, 여기서, (b)는 저배율
검출, (d)는 고배율 검출을 표현한다. 영상 내에, 흰색
영역은 레이블링된 영역이고, 파란색 박스는 검출된
백혈구를 나타낸다.

4. 백혈구 감별
백혈구의

종류를

14-클래스로

정의한다.

동일한

클래스 내에서도 가변적인 {모양, 질감 등} 특징이
존재하며, 특징을 설계하기에 한계가 있다.

(c) 고배율 영상
(d) 고배율 내에, 검출 결과
그림 3 백혈구 검출 결과

본 연구는 Deep Learning 기반의 CNN 과 Decision
Tree 기반의 Random Forest 을 이용한 백혈구 감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Deep Learning 기반 CNN 은
분할된 백혈구 영상과 152-레이어(Layer) Residual
Network 를 이용하고, 65 번의 학습 과정을 통해,
모델을 생성하였다. Random Forest 는 {면적, 둘레,
이진 특성, 색상 분포 등}의 특징을 {백혈구 세포,
세포핵, 세포질}에 적용하였고, 이는 16 가지의 특징
벡터로 생성한다. 여기서 Random Forest 내에서는
분할된 백혈구 영상이 아닌 {백혈구 세포, 세포핵,
세포질}로 분할된 3 가지의 영역을 모두 이용한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CNN 은
(대량의 DB 를 기준으로) 반복적인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복잡한 특징 벡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Random Forest 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특징 벡터
내에, 해당 클래스에 대한 {디버깅, 특징 강조}에
용이하다.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CNN 을 수행하여
1 차적인 분류를 시도한 후에, Matching Cost 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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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백혈구 검출 블록도
이하 일 경우에, Random Forest 을 수행하여 2 차적인

본 연구결과는 표 1 와 같이, Random Forest(RF),

분류를 수행한다. 여기서 최종적인 결과는 정규화된
Random Forest 의 Weight 값과 CNN 의 Matching

CNN 내에, Residual Network, 그리고 Random
Forest 와 Residual Network 를 복합한 방식으로

Cost 값을 이용하여, 최대치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구분한다. 여기서 Avg(5)는 정상 백혈구인 5-클래스의

선정한다.

감별 결과, Avg(14)는 14-클래스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준다. 결과 데이터는 영상 DB 의 개수를 고려한

5. 실험 결과

Weighted Mean 값을 의미한다.

14-클래스는

아래와

ME(Meta-myelocyte),
myelocyte),
Abnormal),

같이,

NE(Neutrophil),

MY(Myelocyte),

PR(Pro-

LY(Lymphocyte),
LA(Lymphocyte,
LR(Lymphocyte,
Reactive),

MO(Monocyte),

EO(Eosinophil),

BA(Basophil),

BL(Blast),
PC(Plasma),
NR(Nucleated-RBC),
AR(Cell not reportable) 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백혈구는 {BA, EO, LY, MO, NE} 이다.
Random Forest 와 CNN 는 학습 기반의 영상 내에,
비정상 백혈구인 {LA, LR, PC, PR}는 광대한 DB 를
수집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상 백혈구인 5-클래스는 (자체적으로)
생성한 특징 벡터와 영상 DB 의 개수가 Random
Forest 에 충족한 조건에 해당하고, CNN 에 비하여
높은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비정상 백혈구를
포함한 14-클래스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DB 가
부족한 클래스인 {LA, LR, PC, PR}에 한하여, 저조한
인식률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Random Forest 와
CNN 은 서로 유사한 결과치를 나타내며, Random
Forest 와 CNN 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감별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 백혈구 감별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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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백혈구 감별 분석표

BA
DB 개수
RF

BL

EO

LA

LR

306 1791 694

94

86

LY

ME MO MY

NR

PC

PR

AR

4518 221 1701 314 8698 452

69

54

2233

1

Resnet-RF

(14)

0.99 0.97 0.99 0.26 0.21 0.98 0.75 0.98 0.86 0.99 0.98 0.81 0.57 0.97 0.99 0.97
3. Guo, Ningning et al., "A method based on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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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개발

multispectral imaging technique for white blood

기기를

cell segmentation." Computers in Biology and

개발하였다. 기존의 문제점을 {5-클래스의 제한된

Medicine 37.1, (2007): 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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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 Byoung Chul, Ja-Won Gim, and Jae-Y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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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enhancing user experiences by

Abstract

applying new design or improving applications

Human-computer interaction has become an

performance, many computer science studies are

attractive topic in both computer science and

about

others. People are trying to improve the user

expressions

to

to

attention since it can help the computer predict

computer science, many studies pay attention to
facial

capability

particular, emotion detection is drawing more

make things easier for users. Meanwhile, in
the

computers

communicate with a human more smartly. In

interface design as well as the user experience to

detecting

boosting

people emotions and have suitably reacted to

help

them.

computers efficiently interact with users based
on their emo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Emotion detection problems have been solv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to detect

and used in different applications for several

people’s expression efficiently by using their

years. However, most of the current solutions are

facial images. The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based on traditional hand-crafted features which

has been around so long and yet most of the

make the accuracy is not good as expected [1-4].

current approaches use hand-crafted features. In

Since deep learning has become popular due to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pose a different

its

approach, which is to leverage the feature

authors want to solve the problem by applying

learning power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deep

to handle the task. For validation, the proposed

accuracy.

model can reach the average accuracy of 94.2%

In this paper, a new smile detection model is

on the GENKI4K database. Moreover, the model

proposed based on a convolutional neural

is

network

kept

simple

and

used

to

develop

a

powerful

features

learning

to

(CNN).

extraction

improve

the

Furthermore,

ability,

the

prediction

we

have

demonstrative mobile camera application, which

implemented for a mobile camera application,

can automatically detect smiles and capture

and it is demonstrated that performance in a

images in real-time.

real circumstance is satisfactory. In order to have

Keyword

a comparable result with the current state-ofthe-art works, we use GENKI4K dataset for the

Smile detection, expression, deep learning.

validation and testing. However, for the training

1. Introduction

step, we have utilized the CelebA dataset to
improve the model performance since this

In the 21st century, human-computer interaction

dataset is much larger and presumably, it

becomes a trending topic in many fields. While

contains more useful features for smile detection.

in software engineering, people are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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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oposed CNN model

In its final stage, the proposed model can reach

model to classify whether the facial images are

the average accuracy of 94.2% on the GENKI4K

smile or non-smile.

dataset.

An

Android

application

is

also

Since the aim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build

developed for further evaluation. The model’s

an accurate model but also to apply the model

simplicity is maintained so that the model can

into mobile applications, we have carefully

run smoothly on our testing device where the

designed a model architecture that could keep

average detection time for each image is about

the

30 milliseconds.

proposed

learning

power

and

comprises 7 convolutional layers (see Figure 1).
The first 6 layers can be divided into 3

2.1 Smile detection model
our

between

computational complexity. The proposed CNN

2. Proposed method

In

balance

consecutive groups. The first layer of each group
of

using

has a list of 3 x 3 filters with a stride of 1,

we

have

followed by a second layer consists of 1 x 1

designed a model based on CNN to detect

filters with a stride of 2. In the last layer, instead

smiling faces from images. Initially, the inputs

of using a fully connected layer, the authors just

are put through preprocessing steps before

use a convolutional layer, in which kernel size is

being fed into the CNN. All input images are

3 x 3 and stride of 2, to keep our model simple.

converted to grayscale. Then, Haar cascades are

The authors just chose a small size receptive

used to extract all faces from converted gray-

field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so

scale images since they ensure model’s simplicity

that the model can run faster. The standard

while maintaining the high accuracy rate. The

ReLU function is used as the activation for every

extracted facial images are resized to 64 x 64

convolutional layer of the model. Furthermore,

pixels and normalized using the mean and

all layers are normalized by applying batch

standard deviation from the training set. Finally,

normalization to simplify the training process.

the images are fed into our smile detection

Finally, outputs of the last convolutional layer are

traditional

model,

hand-crafted

instead
features,

Figure 2

The appl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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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d and pass through a sigmoid function

has about 200,000 celebrity images in total,

to get the better result.

which also covers a large appearance variation
and background clutter.

2.2 Mobile application

For the training, facial images were resized to

To demonstrate its feasibility for mobile use, we

the size of 70 x 70 pixels and randomly cropped

have implemented a mobile camera application,

to get 64 x 64 for our model. Since the training

by which one can detect smile faces from the

dataset was sufficiently large, any extra data

captured images. Figure 2 shows the flowchart

augmentation was not necessary. The stochastic

of our system. As some photos are first taken
from

the

cameras,

then

facial

images

gradient decent method was used to optimize

are

the weights with a learning rate of 0.01. The

extracted by using a face detector. Finally, each

model was implemented using Torch library and

obtained facial image is normalized and feed

was trained on a computer with 4 NVIDIA GTX

into the CNN model to decide whether the face

TITAN X GPUs.

is smiling or not.
The application also works for the continuous
frames. The process for this feature is very
similar

to

the

one

frame

case.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nstead of using the captured
image, the camera frames are continuously fed
into the model so that the application can check
the expressions of all people in the frames. If
they

are

all

smiling,

the

application

Figure 3

will

The layer outputs of the CNN

automatically capture the images

A few examples of smile and non-smiles images

3. Experiments

visualized for each face image. In the last layer,

are shown in Figure 3 where 7 layers are
the feature vectors of non-smile faces are

3.1 Smile detection model

visualized as 3x3 black images while some white

For evaluating the proposed method, we have

pixels indicate the degree of smiling.

built and tested our model using the standard
GENKI4K dataset. The dataset consists of 4000

The performances of the state-of-the-art models

real-world

information,

and the present one are compared in Table 1.

including head poses and facial expressions, was

Our model outperforms the state-of-the-art

manually labeled and put along with the images.

methods with the accuracy of 94.2% partly

All

because

photographs.

images

vary

in

Images

personal

appearance,

the

deep

network

architecture

is

illumination and background and so the dataset

combined with an adequate training dataset

is widely used as a validation set for different

Meanwhile, the best performance method, which

smile

GENKI4K

is SmileCNN [5], just can reach the accuracy of

dataset is used as our test set to compare our

92.4%. Furthermore, in our model, we use the

result

CNN

detection
with

models.

other

Although

state-of-the-art

models.

for

both

features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instead of using an extra classifier

Moreover, yet, in the training step, we use
CelebA dataset to train our CNN. Th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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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SVM or AdaBoost, which helps reduce

used the GENKI4K dataset to re-evaluate the

the model complexity.

converted Tensorflow model, the accuracy stayed
unchanged. The application was able to detect

3.2 Mobile application

and capture smiles in real time.

Using the proposed model that has been
validated, we would like to implement an

4. Conclusion

Android application. Although Torch library has

We have proposed a new model for smile

been used for the model and its validation, it is

detection. The performance of our model is

realized

more

proven to be competitive with current state-of-

compatible with any Android application as well

the-art methods. An Android camera application

as well-documented. So that one possible option

was also developed for further evaluation. For

is that we extract the parameters from the

the future work, the authors will improve to get

trained model and use them in creating a

a more accurate model.

that

Tensorflow

library

is

Tensorflow based model for smil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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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개체명 인식이란, 텍스트의 입력 단위들을 지명,
인명, 기관명, 날짜, 시간과 같은 미리 정의된
개체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개체명
인식 연구에서는 순차 레이블링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Bi-LSTM-CRFs 기반의 심층 학습
모델을 사용했다. 심층 학습 모델은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가지고 있다.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는 심층 학습 모델의 계층이
깊어짐에 따라 학습 파라미터가 학습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Bi-LSTM 에 Highway Network 를 결합한 Highway
Bi-LSTM 을 사용했다. 또한 별도의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 없는 언어 모델과의 멀티 태스크 학습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문법적, 문맥적 특성을
부분적으로 학습시켜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은
멀티 태스크 기반의 Highway Bi-LSTM-CRFs
모델을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 적용하여 기존 개체명
인식 모델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개체명 인식, 심층 학습, 멀티 태스크
학습, Highway Network

단어를 양방향 LSTM 의 입력으로 사용하였고 인접
태그간 의존성을 CRF 를 통해 모델링한 모델이다.
이와 같은 Bi-LSTM-CRFs 모델은 한국어 개체명
인식[2]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대부분의 심층 학습 모델은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Relu 와 LSTM[3] 등이 제안되었고
자연어처리를 비롯한 비전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Residual
Network[4], Highway
Network[5] 모델이
제안되었다. 두 모델은 활성화 함수에 의한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입력 정보를 다음 계층에서
사용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역전파(Back
propagation)시 그래디언트가 소멸되지 않고
전파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ighway Network 와 Bi-LSTM 을
결합한 모델을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 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체명 인식과 언어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기반 학습 방법을 적용하였고 자소,
형태소 단위 표상을 사용하여 단어 표상을
확장시켰다. 제안된 모델이 기존 개체명 인식 모델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1. 서 론

2. 관련연구

개체명 인식이란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미리 정의된
개체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한다. 분류되는 개체
범주로는 지명, 인명, 기관명, 날짜, 시간으로
구성된다. 분류된 개체명 태그는 다른 자연어처리
작업에서 핵심적인 자질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개체명 인식 연구에서는 순차 레이블링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심층 학습 기반의
Bi-LSTM-CRFs(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Conditional Random Field) 모델[1]이
주로 사용되었다. Bi-LSTM-CRFs 모델은 문장
전체의 문맥적, 문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입력

최근 개체명 인식 연구는 순차 레이블링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Bi-LSTM-CRFs 모델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6]에서는 단어 표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기 위해 CNN 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2]연구에서도 Bi-LSTM-CRFs 모델이
사용되었다. [2]연구에서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학습된 품사, 음절, 음절 분포를 사용하여 단어
표상을 확장했다.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는 심층 학습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모델이 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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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모델[7]로 제안되었다. [7]의 연구를 통해
Highway Bi-LSTM-CRFs 모델이 순차 레이블링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크기를 갖는다. LSTM 은 이와 같은 memory cell 을
통해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한다.

[8,9]에서는 양방향 언어 모델과 개체명 인식을
동시에 학습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 [8,9]연구를 통해 언어 모델에서 부분적으로
학습되는 언어의 문법적, 문맥적 특성은 개체명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7]모델과 [8]모델을 결합한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3.2 Highway Bi-LSTM-CRFs

3. 개체명 인식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ghway Bi-LSTM-CRFs 모델을
적용하였다. 둘째, 별도의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
없는 언어 모델과의 멀티 태스크 학습을 통해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동시에 학습하였다. 셋째, 각
입력 단어를 여러 관점에서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소 표상과 사전 학습된 품사 표상을 사용하여 입력
단어 표상을 확장했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2. Highway Bi-LSTM 의 cell 구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Highway BiLSTM 의 구조이다. Highway Network 는 각 계층의
활성화 함수를 거쳐 비선형 변환이 된 입력 정보와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더한 결과를 다음
계층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계층과 Bi-LSTM 의 은닉 계층
사이에 Highway Network 를 적용하였다. Highway
Bi-LSTM-CRFs 는 식은 (2)과 같이 정의된다.

rt = 𝜎(𝑊𝑟𝑥 𝐸𝑥𝑡 + 𝑊𝑟ℎ ℎ𝑡−1 + 𝑊𝑟𝑔 𝑔𝑡−1 + 𝑏𝑟 )

(2)

𝑧𝑡 = 𝑟𝑡 ⨀ℎ𝑡 + (1 − 𝑟𝑡 )⨀𝑊ℎ𝑥 𝐸𝑥𝑡
𝑑𝑡 = [𝑧⃗; 𝑧⃖]
ENER = −s(y) + 𝑙𝑜𝑔 ∑ 𝑒 𝑠(𝑦̃)
𝑦̃∈𝑌̌

그림 1. 제안 모델의 전체 시스템 구조도

3.1 LSTM
LSTM 은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한 심층
학습 모델로써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it = 𝜎(𝑊𝑖𝑥 𝐸𝑥𝑡 + 𝑊𝑖ℎ ℎ𝑡−1 + 𝑊𝑖𝑔 𝑔𝑡−1 + 𝑏𝑖 )

(1)

ft = 𝜎(𝑊𝑓𝑥 𝐸𝑥𝑡 + 𝑊𝑓ℎ ℎ𝑡−1 + 𝑊𝑓𝑔 𝑔𝑡−1 + 𝑏𝑓 )
g t = 𝑓𝑡 ⨀𝑐𝑡−1 + 𝑖𝑡 ⨀tanh(𝑊𝑔𝑥 𝐸𝑥𝑡 + 𝑊𝑔ℎ ℎ𝑡−1 + 𝑏𝑔 )

rt 는 transform gate 로써 비선형 변환을 거친
정보와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지 학습에 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역전파 단계에서 그래디언트가 소멸되지
않고 전파 된다는 장점이 있다. dt 는 양방향 𝑧𝑡 의
정보로써 CRF 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𝑠(𝑦̃)는 주어진
𝑦
̃ 에 대한 순차 입력열의 점수이며 𝑌̃ 는 가능한 전체
순차 입력열을 의미한다. CRF 는 인접 입력 단어의
태그 간 의존성을 모델링하여 개체명 태그를
출력한다.

ot = 𝜎(𝑊𝑜𝑥 𝐸𝑥𝑡 + 𝑊𝑜ℎ ℎ𝑡−1 + 𝑊𝑜𝑔 𝑔𝑡 + 𝑏𝑜 )
3.3 멀티 태스크 학습

ht = 𝑜𝑡 ⨀tanh(𝑐𝑡 )

i, f, o, g는 LSTM 의 memory cell gate 벡터이며 각
벡터의 크기는 LSTM 의 은닉 계층인 ht 와 동일

다중 작업 학습이란 연관성이 있는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학습시켜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학습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Hard
parameter
sharing 기법[9]을 통해 한국어 양방향 언어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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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명 인식 모델을 동시에 학습한다. 언어 모델을
통해 학습된 한국어의 문법적, 문맥적 특성은 개체명
태그를 예측하는데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공유
파라미터인 𝑧⃗ 와 𝑧⃖는 양방향 언어 모델의 투사 계층인
𝑚
⃗⃗⃗𝑡 와 𝑚
⃖⃗⃗𝑡 에 연결된다. 𝑚𝑡 는 언어 모델 계층으로써,
부분적으로 학습된 언어의 문법적, 문맥적 특성을
공유 파라미터로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𝑚𝑡 는 인접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이며 식(3)와 같이
정의된다.

⃗⃗⃗⃗𝑚 , 𝑧⃗𝑡 )
𝑚
⃗⃗⃗𝑡 = tanh(𝑊

(3)

⃖⃗𝑡 )
⃖⃗⃗⃗𝑚 , ℎ
𝑚
⃖⃗⃗𝑡 = tanh(𝑊
⃗⃗⃗⃗𝑞 𝑚
P(w𝑡+1 |𝑚
⃗⃗⃗t )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𝑊
⃗⃗⃗𝑡 )
⃖⃗⃗⃗𝑞 𝑚
P(w𝑡+1 |𝑚
⃖⃗⃗t )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𝑊
⃖⃗⃗𝑡 )
𝐸⃗⃗ = − ∑𝑇−1
⃗⃗⃗𝑡 ))
𝑡=1 log(𝑃(𝑤𝑡+1 |𝑚
𝑇−1

𝐸⃖⃗ = − ∑

𝑡=1

log(𝑃(𝑤𝑡+1 |𝑚
⃖⃗⃗𝑡 ))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학습되는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의 비용 함수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γ값은 개체명 인식 모델과 언어 모델의 비중을
결정하는 변수로 본 논문에서는 0.1 을 사용하였다.

학습된 형태소 표상은 2016 국어 정보 처리
경진대회[11]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개체명 인식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F1 을 사용했다.

4.2 실험 결과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체명 인식 모델의
실험 결과이다. 비교 모델인 Bi-LSTM-CRFs 모델은
82.56 의 F1 성능을 보인데 비해, 언어 모델과 멀티
태스크 학습을 진행한 경우 0.46%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멀티 태스크 기법에 의해
학습된 언어의 특성이 개체명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Highway BiLSTM 모델을 사용한 경우 기본적인 Bi-LSTM
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0.91%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입력정보가 개체명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LSTM 의 계층을 쌓은 모델은 그렇지 않은 모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다. 이를 통해
다중 계층 Bi-LSTM 모델은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 태스크
기반의 Highway Bi-LSTM-CRFs 모델은 기본 비교
모델에 비해 1.21% 성능 향상되었다.

⃗⃗ + 𝐸
⃖⃗) (4)
E = 𝐸𝑁𝐸𝑅 + γ(𝐸
표 1. 실험결과

3.4 단어 표상의 확장
개체명 인식의 성능은 입력 단어 표상의 의존적인
특성[2]을 가지고 있다. 각 입력 단어를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소 표상과 사전 학습된 품사 및
형태소 표상을 사용하여 입력 표상을 확장했다.
한국어의 언어 특성상 각 입력 단어의 품사는 매우
중요한 자질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약 3.8G 의
뉴스 코퍼스로 사전 학습된 16 차원의 품사 표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단어를 구성하는 자소를 입력
표상으로 사용했다. 단어마다 구성된 자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 자소는 별도의 Bi-LSTM 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Bi-LSTM 의 마지막 은닉 계층을
결합한 결과를 입력 단어 표상으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Highway-Bi-LSTM 을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4.1 평가 데이터 및 평가 방식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2016 국어 정보 처리
경진대회[11]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의 오류를
수정하여 배포한 데이터[12]를 사용하였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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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1

precision

recall

Bi-LSTM-CRFs
(Base-line)

82.56

84.13

81.06

Multi-task
Bi-LSTM-CRFs
(γ =0.1)

83.02

83.83

82.24

Multi-task Stacked
Bi-LSTM-CRFs
(2 layers, γ =0.1 )

82.12

81.97

82.28

Highway Bi-LSTMCRFs

83.47

84.25

82.71

Multi-task Highway
Bi-LSTM-CRFs
(𝛄 = 0.1)

83.77

84.62

82.94

Multi-task Stacked
Highway Bi-LSTMCRFs
(2 layers, γ = 0.1)

83.54

84.56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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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이퍼파라미터

참고 문헌

실험에 사용된 주요 하이퍼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표 2. 하이퍼파라미터

형태소 차원

50

품사 차원

16

자소 차원

50

LSTM 은닉 계층

300

언어 모델 투사 계층

50

학습률

0.005

최적화 알고리즘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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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이는 Bi-LSTM-CRFs 모델을 기본 모델로
사용하였다.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역 결정 연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Highway
Bi-LSTM-CRFs 모델을 한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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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 없는 언어 모델과 멀티 태스크 학습 기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Highway Bi-LSTM 모델이 한국어
개체명 인식 성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모델 전체를 대용량
한국어 코퍼스에 사전학습 시켜 언어 모델이 개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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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쉬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동계 스포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슬로프 상의 눈의 상태를 순환 신경망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학습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설면의 특성을 분류 및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성센서 측정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순환 신경망

상태의

경우

무게중심을

뒤쪽에

두어

노즈/탑밴드 (스키 앞부분)이 눈에 박히는 것을
방지한다. 단단한 설면에서는 엣징 강도를 세게하고
기울기는 줄여야 경기에 유리하며, 카빙턴의 경우
몸을 눕히는 정도는 줄이고, 중심을 낮춰 엣지쪽으로
무게중심을 최대한 이동시키는 등의 전략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으로 기계

이와 같이 설면의 상태는 동계스포츠에서 매우

학습하였다. 응용 시나리오로서 타 선수의 inference

중요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설면의 상태를 사전에

일반인들의 경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그러나 눈의 물리적인 특성은 원격지에서 시각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동계스포츠에 임하는 선수 및
일반인들이 사전에 장비 섿팅 (preset) 및 경기 전략

부분이며,

전문가급

선수

뿐

아니라,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 분석 기반 (CCTV 등)
접근법을 통해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립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대부분은 슬로프의 전반적인 상태를 직접

주제어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앞서
기술한 장비의 최적 사전값 (preset) 세팅 및 라이딩

인공지능, 딥러닝, RNN, 동계스포츠, 스키

기술 전략 수립을 슬로프에 올라간 뒤에야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1. 서 론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슬로프 상의 눈 (deposited snow)은 다양한

설면의 상태를 분류 (classification) 할 수 있도록 순환

상태로

상태는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 시스템을

스키/스노우보드 등의 슬로프 상에서 진행되는

제안한다. 경기 중 설면의 상태에 따른 진동/굴곡 등의

다양한

변수로서

정보가 설면과 장비 plate 사이에서 발생된 동적 변위

작용한다. 예를들면, 설면의 상태에 따라 장비 세팅이

(진동 등)으로 인해 관성센서에서 통해 관측된다고

바뀌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왁싱 (스키 바닥면에

가정한다.

존재한다
동계

[1].

스포츠

이러한
종목에

설면의
중요한

도포하는 왁스)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노스키의
경우 장비의 Compression/Rebound 밸브를 조절하여
서스펜션의 사전 (preset) 댐핑 특성을 바꿀 수 있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시간 추론 (inference) 하는
응용

시스템

및

얻어진

추론값을

후발

또한, 눈의 상태에 따라 설면과 접촉하는 스키의

플레이어들에게 공유하는 응용 시나리오 제안하고

바닥면 면적과 마찰력이 달라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스키어의 라이딩 기술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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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면 Class 분류표

2. 관련연구
Fierz 등은 설면을 구성하는 눈 입자의 물리적인

설면 특성

Class ID

특성을 입자형상, 입자크기, 눈 밀도, 눈 경도, 액체 물

비 사용 상태

0

리프트 사용 상태

1

습설

2

강설

3

비율 (liquid water fraction), 눈 온도, 불순물 함량, 층
두께 등으로 체계화한 바 있다 [1].
Morin 등은 특정 지점에서의 snow depth, albedo, 표면
온도, Snowmelt rate 등을 다년간에 걸쳐 정량적으로
측정한 바 있다 [2]. 해당 연구는 초음파 센서, 온/습도
센서 등을 미리 정해진 지역에 설치하여 정확한 값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관성 신호 데이터가 이전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센서로부터

얻어진 시계열 data 의 sequence 간 확률분포를
학습하기 위해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3. 제안 시스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설면의 특성을
구간별로 모델링하고 추론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RNN)을 채택하였다 [3]. 다음 그림은 채택한 RNN 기반
Classifier 구조 (many‐to‐one)를 보이고 있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시스템,

yt
...

RNN

...

3.1 하드웨어 시스템

...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RNN

...

RNN

RNN

x t-k+1

...

RNN

...

구간에 대한 설면 특성을 확보하고자 다음 그림과
같은 센서 보드를 구성하였다.

RNN

x t-1

xt

그림 2 RNN 기반 Classifier 구조

위의 RNN Cell 은 s 를 state, x 를 external input, y 를
external output 이라 할 때, (st, ot)=f(st−1, xt) 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각 sample 은 xt 의

그림 1 스노우보드에 마운트 된 진동 신호 수집장치

측정된 관성 데이터는 시계열 형태값으로, 매 순간의
6 자유도 신호 (가속도, 자이로신호)를 100 Hz 로
샘플링 하였으며, 측정에는 MPU‐9250 Six‐Axis (Gyro +
Accelerometer) 센서가 사용되었으며, MCU 와는 I2C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얻어진 데이터는 다음의 기계학습 단계에 사용되었다.

값은 6 차원값으로 구성되며 (3 축 가속도, 3 축
각속도신호), 하나의 sequence 데이터는 200 sample (2
초 분량)로 구성하였다.
일반 RNN 의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ng Short Term Memory cell (LSTM) [4] 형태로 cell 을
구성하였다. LSTM layer 를 적층 (stack)하여 모델링의
자유도/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류의

Accuracy 로 LSTM cell 의 stack 수 가 2 일 때 88.3%, 3 일

3.2 Classification
연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측정된 데이터는 표 1 과

때 90.8%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이 4 개의 클래스를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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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 SCENARIO

5. 향후 연구

4.1 Offline phase
제안에서 사용된 기계학습 방법은 다양한 설면에
대해 관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라벨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데이터 쌍들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deep neural network 의 parameter 들
(weight matrices 및 biases)을 사전에 미리 학습해둔다
이는 offline 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법의 Feasibility test 를 위해
class 를 4 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설면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분류 (예, 강설, 습설, 슬러쉬, 압설 등)하고자 한다.
또한 측정에 사용된 센서의 자유도를 높여 보다
다각적으로 매 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경망 성능
향상 및 연산시간 단축 역시 중요한 이슈인데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6. 결론
제안하는 연구는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를

바탕으로

설면의

특성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inference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및

그림 3 Pre‐trained network 를 이용하여 설면 상태 실시간 추론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해 slope 에서 경기를

4.2 Online phase

하기 전에 설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경기 전

사전에 학습된 파라미터는 slope 에서 라이딩을 하는

라이딩 전략 수립, 장비 preset 섿팅 등을 보다

선수 및 장비에 부착된 장치 (예, 휴대폰 등)에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서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노면 상태를 inference 하는데

다양한 설면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용된다. inference 과정에서는 forward 연산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취득 및 기계 학습하여, 보다

수행하며, 설면/노면 특성값 (y)를 실시간으로 추론

실질적으로

(inference)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활용될

수

있는

동계스포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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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단일 실내(Indoor)
이미지로부터 표면 법선 벡터 추정(Surface normal
estimation)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에

딥러닝을 활용해 표면 법선 벡터를 추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기존의 표면 법선 데이터셋은
노이즈가 크고 데이터 셋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점이
있어 퍼포먼스의 한계가 있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렌더러를

이용해

딥러닝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훈련된

네트워크가 일반화 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셋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 또한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의 노이즈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표면 법선 벡터 데이터셋은,
데이터의 수가 2,000 개 미만으로 비교적 적었으며,
센서 노이즈 및 labeling 에러가 비교적 높고 픽셀
정밀도 낮다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7]

네트워크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렌더러를 통해

훈련시키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Photorealistic 한 데이터셋을 이용한 연구가

이러한 인공 데이터를 가장 잘 학습하는 네트워크

진행되고 있다.[1,9] 인공적으로 합성된 데이터는

모델을 찾기 위해 여러 딥러닝 모델들을 인공

노이즈가 적고 정확도가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데이터로 학습시켰고 그 결과를 비교 및 분석 했다.

유저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어

본 논문에서는 같은 환경으로 세팅 된 학습 조건에서

인공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로

뉴럴

인공데이터를 이용해, 서로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딥러닝

테스트 하여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본 문제를 좀 더

1. 서론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인접

표면 법선 벡터는 indoor scene understanding 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다수의 컴퓨터
그래픽스 및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법선 벡터를
이용하므로 이미지로부터 이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단일 이미지로부터의 표면 법선
벡터 추정(Surface normal estimation) 문제는 illposed problem 이며 이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연구에서

높은

성능을

냈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후속 연구를 위해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2. 본론
뉴럴 네트워크는 그 구조와 학습 데이터 및 문제에
따라 퍼포먼스와 학습 속도 차이가 크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은 시간과 자원 소모가 매우 심한
작업이다. 때문에 특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학습시켜

최근 딥러닝을 활용한 단일 이미지 표면 법선 벡터

풀기 이전에 해당 문제의 부분 문제(Subproblem)를

추정에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방법론

이용해 학습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작업이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4, 8]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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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으로 부분 문제의 학습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을 비교했다. 이 후 부분 문제에
대해 낮은 학습률을 보인 모델을 배제한 뒤 전체
트레이닝

셋을

사용

해

나머지

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사용된 네트워크는 인접 연구분야인
Sementic segmentation 에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인 SegNet[2]과 FC-Densenet[5] 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네트워크로 Figure 1 에 본 논문의 저자에 의해
제안된 모델인 Unet-Xception 을 사용하였다.

2.3 훈련 환경 및 변수
실험에서 사용된 하드웨어는 i7-6700K 와

NVIDIA

1080 Ti GPU 를 사용하였다.모든 네트워크의 입력,
출력 이미지 사이즈는 128x128 로 지정하였다. 출력
레이어는 크기는 128x128, 채널 수는 3, 액티베이션
함수는 tanh 로 모든 모델을 동일하게 설정 해 주었다.
미니 배치 사이즈는 20 개로 지정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Adam

optimizer

를

사용하였으며,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1 로 세팅하였다. 위의
세팅 값으로 각 모델을 16 에폭씩 학습시켰다. 부분
문제의 경우 50 에폭씩 학습 시켰다.
2.4 손실 함수(Loss function)
Eigen et al.[2] 이 제안한 아래의 inverted cosine
loss 를 수정해 사용했다.
L𝑛𝑜𝑟𝑚𝑎𝑙𝑠 (N, N ∗ ) = −

Figure 1 Unet-Xception, Surface normal estimation

1
∑ 𝑁𝑖 ⋅ 𝑁𝑖∗
𝑛
𝑖

network 는 U-net[6]의 구조를 따른다. Global feature
extraction network 는 Xception[3] network 에 3 개의

기존의 inverted cosine loss 의 경우 법선 이미지의

Dense layer 붙여 구성하였다.

평균 angle distance 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최적화 시킨다. 하지만 이미지의 경우

2.1 데이터셋
본 연구에는 Princeton Vision & Robotics Labs 에서
제작한 약 300GB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총 이는
568,793 쌍의 입력 이미지 및 Ground truth 페어이며,
이 중 554,384 쌍을 Training data 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4,409 쌍을 Validation data 로 사용하였다.
부분 문제의 경우 이 중 9GB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4,409 쌍의 입력 이미지 및 Ground truth

차원

상수

𝑛

매우

크다.

때문에

loss

function 으로부터 계산되는 gradient 가 매우 작게
되며, 이는 느린 학습 속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느린 학습속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gle distance 의 합을 최소화 시키는 아래의 loss
function 을 사용하였다.

페어이다. 이 중 12,758 쌍을 Training data 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651 쌍을 Validation data 로

L𝑛𝑜𝑟𝑚𝑎𝑙𝑠 (N, N ∗ ) = − ∑ 𝑁𝑖 ⋅ 𝑁𝑖∗
𝑖

사용하였다.
2.2 전처리
모든 이미지는 128x128 해상도로 리사이즈 되었다.
이후 모든 입력 이미지는 채널 별로 mean 을 빼준 뒤
standard deviation 으로 나눠주어 standardization
을 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Normalize 하여
인풋 도메인을 [-1, 1] 으로 맞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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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디테일이 사라져 있는 것을 알

3. 실험결과

수

있다.

FC-Densenet

의

경우

파라메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심각한 overfitting 이
관찰되지 않았다. 추론된 이미지 역시 다른 모델들에
비해 디테일과 정확도 모두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3.2 전체 문제(Original problem)
Figure 2 Example of dataset. Input image(Left), Ground
truth normal image(Right)

구현 후 SegNet 의 파라메터 개수는 약 30M 개, FCDense

는

2M,

Unet-Xception

은

40M

개의

부분 문제를 잘 학습하지 못한 SegNet 을 제외한
다른 두 모델을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 해 학습시킨
결과이다. 학습시간은 네트워크에 따라 2~3 일
가량이 걸렸다.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었다.
3.1 부분 문제(Subproblem)
세 가지 다른 모델에 대해 전체 데이터 중 일부를
사용 해 학습시킨 결과이다. 학습 시간은 네트워크에
따라 6 시간에서 10 시간 정도 걸렸다.

Figure 5 Original problem training results
Figure 3 Estimation results of each model SegNet(Left),
FC-Dense(Middle), Unet-Xception(Right)

부분 문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Unet-Xception 이
Training, test 결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FC-Densenet 의 경우에는 Unet-Xception 에
비해 Loss 가 높고 에폭에 따른 Loss 감소 폭 역시
Subproblem 에 비해 낮았다.
Figure 6 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UnetXception 의 입력 이미지에 대한 추론 결과이다.
Figure 5 에 비해 디테일 및 추론된 normal 의
정확도가 월등히 상승한 했으며 복잡한 물체에
대해서도 표면 법선 벡터를 잘 추론해 냈다.

Figure 4 Subproblem training results

SegNet 약 5 에폭 전후에서 overfitting 이 발생하였다.
또한 추론된 이미지가 매우 흐리며 디테일이 모두
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Unet-Xception 의 경우 약
30 에폭 전후에서 overfitting 이 관찰되었다. 추론된
이미지는 SegNet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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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Flurry, 2014). 이는 헬스케어 앱 시장이 다른 분야의

본 연구는 헬스케어 앱과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두 항목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식사,
수면, 운동 기능을 모두 포함한 앱을 1 개월 이상
사용해본 16 명의 사용자를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여 약
1 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근거이론 분석
방법인 개방 코딩을 통해 인터뷰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범주화하여
패러다임으로 만들었으며 축 코딩을 통해 패러다임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 앱 사용이
건강행동 변화에 직접적 동기유발로 작용하기 보다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동기부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헬스케어 앱이
사용자에게 발생시키는 심리적 효과 중, 건강을
관리한다는 의식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속적 앱 사용에

앱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1.2 헬스케어 앱에 대한 선행 연구
기존의 헬스케어 앱에 대한 선행 연구는 헬스케어 앱의
사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용정(2017)은 헬스케어 앱 사용을 중단하는 이유를
혁신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신기술 수용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혁신 확산
이론의 상대적 유익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그리고
관찰 가능성은 헬스케어 앱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하은비(2014)는
헬스케어 앱 중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앱 중 하나인
‘s Health(현재 ‘삼성 헬스’)를 대상으로 SERVQUAL
척도를 활용하여 앱 사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1.3 헬스케어 앱과 건강 행동 변화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갖는다.

주제어
모바일 헬스케어,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건강 행동
변화, 건강 관리.

헬스케어 앱은 건강 행동 변화(Health Behavior
Change)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서효정(2015)은 헬스케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혹은 사용 이후 중단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385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건강 관리에

1. 연구 배경

관심이 있어서(50.3%)’, ‘건강 앱을 이용한 건강 관리가
편해서(30.4%)’로 응답되었고, 이는 전체 응답의

1.1 모바일 헬스케어와 스마트폰 앱
최근 높아진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와 모바일 시장
성장세가 맞물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ISTI(2016)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5 년 71.3 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60.3% 증가하여 2020 년 약
754.7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 년
12 월부터 2014 년 6 월까지 6,800 여 개의 아이폰,
아이패드 앱을 조사한 결과 앱 전체 성장 규모가 약
33%인 데 비해 헬스케어 앱은 약 62% 성장하였다

80.7%를 차지했다.
앞서 설명되었듯,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헬스케어 앱
자체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헬스케어
앱이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앱과 건강 행동 변화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 행동 변화와
헬스케어 앱 사용의 시작에서 중단까지 과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후자가 앱의 속성에 영향 받는다면
전자는 사용자의 기존 건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심리적 요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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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행동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헬스케어 앱 사용과 그 원인에 대해

기능이 모두 포함된 모바일 앱을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 본 사람으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알아보고, 그 둘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 알아보고자

조건을 만족한 총 16 명 의 사람들이 연구 참가자로

하였다.

선정되었다. 참가자 모집은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오프라인 포스터 게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는 식사, 수면, 운동 앱을 각각 따로
사용하는 상황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는 상황을 연구 참여자가 비교해서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건강 행동 중에서도

건강 행동 변화와 앱 사용 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약 1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대적으로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건강 행동이 정해져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즉,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특정 건강 행동이 있음에도 세

3. 연구 결과
3.1 개방코딩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앱이 그렇지 않은
앱과 비교하여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개방 코딩은 근거 이론에 기반한 분석 방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관계가 있는 개념을
묶어 범주화해 나가는 방식이다. 약 1 시간씩 진행된
16 명 분의 인터뷰 스크립트를 모든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분석하고, 인터뷰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여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근거해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해내는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 (Strauss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가 범주화

& Corbin, 1998)에 기반해 건강행동 변화와 앱 사용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였다(이지인,
2016). 그 결과 37 개의 개념과 13 개의 하위 범주,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식사, 수면, 운동 관리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6 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상위 범주

건강 행동
동기부여
요인

앱 사용
환경

개념

하위 범주

건강
행동 - 금전적 보상/손해가 건강 행동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며 금액이 적어도 효과가 있음
동기부여
- 건강관련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콘텐츠를 보기 위해 앱을 사용함
– 외재적 요인 -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엔터테인먼트적 요소, 마케팅 이벤트)로 운동을 시작함
건강
행동
- 행동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행동변화 발생은 다르며 동기부여를 받는 단계에서 그침
동기부여
- 행동 변화 발생의 원동력은 내면의 의지로부터 나옴
– 내재적 요인
앱 기능에 대한
분류

- 단일 항목만 되는 앱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능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때문
- 현재는 안 쓰는 기능이어도 향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능이 있기를 바람
- 앱을 사용할 때 측정이 자동화된 항목과 수동화된 항목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기록으로
일으키는 행동
변화 실패

- 긍정적인 변화가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건강 행동 변화에 성공하면 기록의 패턴이 일정해져서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됨
- 부정적인 기록이 쌓일수록 해당 기록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심리로 사용 빈도가 떨어지게 됨

기록으로
- 부정적인 기록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 행동 변화가 발생하게 됨
일으키는 행동 -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게 되어 행동 변화가 촉진됨
변화 성공
- 긍정적인 기록이 쌓이면 기록을 자주 보기 위해서 앱에 자주 접속하게 됨
건강 행동
기록

앱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

- 단순 수치 제시보다는 수치가 가지는 의미 분석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식사/수면/운동이 연결되어 분석된 자료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앱이 제시한 건강 관련 데이터의 도출 과정, 해당 데이터가 사용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함
- 건강 행동 기록을 나의 기록의 시점별(과거-현재) / 타인의 기록 /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음
- 건강 행동 기록을 일시 중단하면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 / 죄책감 때문에 건강 행동 기록을 영구
일시
중단이
중단함
영구 중단으로
- 건강 행동 발생 시점 이후에 기록 시, 기록할 내용을 잊어버려, 기록을 못 하게 되고 이는 영구 기록 중단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어짐
효과적인
수치제시 방법

앱 측정
정확도에 대한
기대

- 앱 사용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이 비싸면 앱 측정 기능의 정확도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감
- 앱이 사용자가 구체적인 숫자를 입력하게 만들면 앱의 정확도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감
- 앱의 자동 측정이라면 수동기입 보다는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는 기대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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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치를 목표치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경우와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함
- 앱이 제시한 기본 목표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사용하고 있는 앱이 디바이스 기본 설치 앱(삼성 헬스)여서 사용을 시작하게 되고, 삭제하지 않고 설치 상태를
유지하며 앱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함
- 앱이 상황을 반영한(Context-aware) 피드백 제공에 대한 수요가 있음
앱에서의 인간-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앱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문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실질적 피드백을 주기 때문이며
인간
전문가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건강 행동 변화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
상호작용적
-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앱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기
요소
때문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심리

앱 지속적
사용 결정
요인

건강 행동
변화

정확도가
사용여부에
미치는 영향

-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앱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함

식사/수면/운동 - 식사/수면/운동 중 하나를 변화시켜서 다른 하나를 변화시키고자 함
의 상호적
- 식사/수면/운동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행동에 대한 개인적 선호/통제할 수 있는 지
특성에 대한
여부/해당 행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지 여부이다.
생각
- 식사/수면/운동 중 관리하고 있지 않는 항목을 다른 항목을 관리하여 대체하려는 보상 심리가 있음
건강 관리를
의식하는 것의
효과

-

건강 행동을 통한 변화는 신체의 물리적 변화보다 주관적/추상적 변화가 먼저 인지됨
앱 사용을 통하여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함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운동이라고 여기게 되어 심리적 만족감(위안, 자의식)을 느낌
기록을 하는 행위 자체로도 건강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껴서 동기부여가 됨

Table 1 개방 코딩 결과

3.2 축 코딩

Figure 1 축 코딩 결과

축 코딩은 개방코딩으로 분해된 자료를 재조합하는

갖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는

과정으로, 상위 범주를 연결하여 더 큰 설득력을 얻을

개인의 의지와 같은 내재적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패러다임은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통해 헬스케어 앱이 건강행동을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의 실현 도구로 사용되지만, 내재적 동기를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축 코딩 결과는 Figure 1 과 같다.

발생시키는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촉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 행동 변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외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내재적 동기가 발현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기부여 요인’이 해당한다. 실험 참가자들이 건강 행동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되는

변화를 실천하도록 촉발하는 요인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분류되었다. 이는 Deci & Ryan

조건으로, 본 논문은 ‘앱 사용 환경’을 맥락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앱 사용 환경’은 사용자들이 식사, 수면,

(2002)의 ‘자기결정이론’에서 동기 부여 요인이 내재적,

운동이 포함된 앱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외재적으로 나뉘는 부분과 일치한다. 외재적 요인의
경우, 운동과 같은 건강행동이나 헬스케어 앱의 사용을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서 모든 기능이
하나의 헬스케어 앱에 제공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시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제 행동 변화와는

있었다. 그 이유는 실험 참여자들이 식사, 운동, 수면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 이유는 행동 변화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실제적인 변화가 무조건적인 인과 관계를

실생활에서 상호 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참가자는 세 가지 항목이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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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제공되면 데이터가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실생활과 깊게 연관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결과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 행동 변화’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용자는 식사, 수면, 운동이 상호 연관되어 서로

중심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중심
사건 혹은 중심 생각이다. 본 연구는 ‘건강 행동 기록’을
중심현상으로 보았다. 헬스케어 앱을 통해 건강행동을
1 개월 이상 기록하기를 지속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 이유는 부정적 기록이 보이거나 긍정적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앱 사용을 지속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혹은 기록할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환경적 제약의 이유로 일시적
중단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 죄책감 또는 완벽하게
기록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인해 일시적 기록 중단이
영구적 중단 현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건강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건강 행동을
통한 변화는 객관적인 실물 변화보다 주관적인 심리
변화를 통해 먼저 인지되었다. 건강 행동과 헬스케어
앱의 연관성 측면에서는, 앱을 통한 건강 행동 기록이
건강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앱에 기록을
하는 행위 자체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생성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식이 건강
관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강화하고,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있었다. 반면, 건강 행동의 지속적 기록이 성공한
경우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기록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기록이
습관화되어 더 이상 일시적 중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본 논문의 중재적 조건은 ‘앱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이다. 사용자는 헬스케어 앱의 정확도에
대하여 사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후술할
작용/상호작용인, 앱의 지속적 사용 여부 결정을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 정확도에 대해
가지는 사용자의 기대가 앱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 참가자는 기본
설정으로 제시된 값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삼성
헬스’의 경우, 삼성 헬스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모두 ‘기본 앱이어서’였다.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은 정확도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앱의 지속적 사용 유무 결정과 연결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헬스케어 앱과 사용자의 건강 행동 변화가
가지는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고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중심현상은 ‘건강 행동 기록’으로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을 포함하는 ‘건강 행동
변화 동기부여 요인’이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 행동 동기부여
자체가 곧 헬스케어 앱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헬스케어 앱은 건강 행동 변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간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 즉, 헬스케어
앱은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림을
통해 걷도록 하는 등의 직접적인 동기 유발은 사용자의
환경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껴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헬스케어 앱을 통해 건강 행동을 기록하는 행위를
의식하는 것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작용/상호작용은 주어진 조건 하에 발생하는 사건에서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건강 행동을 기록하고, 건강 행동

나타나는 반응이다. 본 논문의 작용/상호작용은 ‘앱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지속적 사용 결정 요인’이다. 앱이 인간-인간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해주었을 때 사용자들이 앱을 지속적으로

건강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인간-인간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앱이 맥락과 관계 있으며 실용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며,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도가 떨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앱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 행동 기록이
사용자에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의식’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앱의 사용 자체가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위안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사를 관리할 때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잘 하고 있다’, ‘전보다 힘들지 않다’, ‘남들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객관적인 정보의
형태보다 주관적인 판단으로써 의식하는
있었다. 따라서 헬스케어 앱의 지속적

경향이
사용을

보장하려면

사용성과

유용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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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연구 배경

현대인들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2.1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쉽게 접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건강

알약의 형태나 약의 이름으로 의약품의 정보를

회복과 유지에 도움을 주므로 적절한 의약품 정보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부 개발된 사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의약품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약학 정보원을 통해 의약품 정보

의약품 정보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증상 발현과
의약품 복용의 전 과정의 특정 시점에 의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
일반인과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약품 사전을 운용하고

검색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복약
방법과 평소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 2 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 복용까지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에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한
네이버 포털 검색 서비스와 연계되어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픽토그램을

사용자의 행위 과정을 이론적으로 도식화 하였다.
도출된 검색 시점과 요인은 향후 의약품 관련
서비스의 목표와 콘텐츠 디자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해 보다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약속’이 있다. 이 서비스들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검색 방법과 정보의 형태에는 큰

활용될 수 있으며 의약품 검색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점이 없다.

주제어

2.2 관련 연구

의약품 정보 서비스, 근거 이론, 사용자 행위 모형

인터넷에서 얻는 건강 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인터넷의 사용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 나이가 많은

1. 서 론

성인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인터넷의 의약품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인터넷 정보 접근의 용이성으로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3] 젊은 성인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정보 역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다.

경우 인터넷에서의 건강 정보 접근성이 의사보다 더
높아[4], 디지털 의약품 정보 서비스의 주사용자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향상으로 일반인들이 의학

젊은 성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2]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인류학적 특성과 검색 정보, 복용 약물을 분석한
연구[5][6], 의약품에 대한 지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이용하도록 돕는 의약품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보 습득 경로와 학습 수준으로 분석하는 연구[7]등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의약품 정보 서비스가

은 의약품 검색 서비스의 사용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서비스 사용 후 나타난 결과만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필요한 맥락적 조건과 요인을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성이 나타나는 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하여 의약품 관련 서비스의 방향성 구축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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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발현’ 범주가 이에 해당한다. 관련된 하위 범주와
개념은 아래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상 발현부터 약 복용을 완료하는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약품 정보 검색 행태와 의사결정 요인을

표 1. 인과적 조건의 범주와 개념화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범주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3.1 참가자

증상의
발현

참가자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20, 30 세대의 일반인
10 명(남자: 5 명, 여자 5 명; 평균 나이: 29 세)으로

하위 범주
급성 통증

개념
갑작스럽게 신체에 통증이
발생함

증상 악화

질환이 가라앉지 않고 심해짐

만성 질환

환절기마다 특정 질병이 발생

구성되었다. 다양한 경험을 듣기 위하여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임산부, 장기 복용자를 포함하여

맥락적 조건은 사람들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8 명이 네이버를 통해 의약품

수준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 의약품과 의료 기관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조건의 양상으로 미시적, 거시적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전문가인 지인에게 정보를
얻는 참가자가 3 명, 부작용 경험자는 4 명이었다.

대한 ‘태도’가 거시적 조건으로, 개인의 ‘활용 재원’과
의료 기관의 영업 여부가 관련된 ‘시간’이 미시적

3.2 인터뷰 방법

조건으로 나타났다.

각 참가자의 인터뷰는 연구자 2 명이 진행하고 총

표 2. 맥락적 조건의 범주와 개념화

40~60 분씩 이루어졌다. 의약품 검색 및 복용 행태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반구조적 인터뷰를

범주

실시하였다. ‘평상시 몸이 아플 때 대처 행태’, ‘상비약

과거

복용에 관한 경험’, ‘의약품 검색 서비스에 관련한

경험

경험’ 등으로 범주화하여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였다.

하위 범주
과거의 경험

개념
해당 질환에 대한 과거 경험의
영향

의료 정보에 건강이나 복용하는 약에 대한

3.3 분석 방법

태도

인터뷰 데이터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론(Grounded

대한 관심

지식 및 호기심 정도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Theory)[8]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1 에서는

선호도

트랜스크립 (Transcript), 개방 코딩 (Open-Coding),
축 코딩 (Axial-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활용

할당 가능 시간

Coding)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의 행동과 의도를

재원

도출하였다. 연구 2 에서는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 시점과 요인을 이론적으로 통합하여 행위의

시간

과정을 통합 모델로 제시하였다.

경제력
영업 시간 여부

긍정적인 태도
치료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치료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
의료 기관의 영업 시간에 따른
방문 가능 여부

중심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4. 연구 결과 1

설명할 수 있는 일이나 사건, 반복되는 양상[9]으로

4.1 개방코딩

발현된 증상을 해결 하기 위한 행동이 이에 해당된다.

트랜스크립은 참가자가 언급한 내용을 글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개방 코딩은 변환된 데이터를 최소 의미를

표 3. 중심 현상의 범주와 개념화

지닌 에피소드로 분리하여 유사 개념을 도출하는

범주

하위 범주

과정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 3 명이 각자 줄
단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합하였다. 범주와 개념은

의료 기관

병원 방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음

방문

약국 방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함

비약제적

증상 완화를 위해 생활

체험 코드(in vivo code)를 사용하여 추상화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153 개의 에피소드를 확보하고,

자가 진단

39 개의 하위 범주, 19 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요법

개념

요법이나 민간 요법을 사용

보유 약 조회 가정내 구비한 약을 찾음
편의점 약 구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증상의

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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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조건은 보다 구체적인 개인 경험과 태도가
해당됐다. ‘부작용’은 가장 예민하고 빈번한 조건으로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약에 대한 ‘이해도 향상’,
‘기록을 하는 습관’과 ‘복용 방법 변경’, ‘그래도

상호작용 전략 외에 중심 현상과 결과에도 영향을

복용’을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결과로 나타났다.

주었다. 이로써 추가적인 코딩을 통해 범주간의

표 6. 결과의 범주와 개념화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나타났다.

범주

표 4. 중재적 조건의 범주와 개념화

범주

하위 범주

이해도

개념

향상

과거 부작용 과거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부작용

경험

부작용 우려 부작용에 대해 예민하게
정도
약 정보의 획득

정보 획득

나타난 경험이 있음
반응하는 정도

의료기관
신뢰도
신체 상태

처한 상황
시간적 상황

부작용 성분 부작용 성분을 알게 됨
사진 촬영

처방 내용을 찍어 놓음

습관

수기 기록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음

약을 제외
복용 방법
변경

의료기관의 전문가를

처방
변경 요청
스스로 컨트롤

신뢰하는 정도
증상의 심각성, 임신 여부 등
상태에 따라 약 복용을 고려
약 복용 이후 상황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고려

약 성분의 영향을 알게 됨

기록하는

의약품 신뢰도 특정 약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
신뢰도

방법 습득

일부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음

개념

올바른 복용 복용 방법을 알게 됨

해당 약에 대한 정보를

질환 정보의 해당 질환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하위 범주

그래도

증상과 관계없는 약은 제외
부작용 성분 빼고 먹음
내성 생기는 약은 빼고 먹음
다른 약으로 바꿔 달라고 함
주의 성분은 최소화 요청
더 좋다는 약으로 변경 복용
스케줄에 따라 복용 시간 조절

아무것도 하지 판단할 수 없어서 다른 행동을

복용

못함

취하지 못함

4.2 축 코딩
축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나타난 주요 범주들

작용/상호작용은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행위나

간의 관계를 밝혀 내였다.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비언어적으로 발생하는 것, 논의나 검토를 지칭하는

맥락적 조건, 중재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개념이다[9]. 참가자 대부분이 선택한 주요 상호작용
전략은 ‘인터넷 검색’이었다. ‘전문가 재문의’, ‘제공된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정보 사용’ 시에도 ‘인터넷 검색’을 다시 사용했다.
표 5. 상호작용의 범주와 개념화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터넷

많은 사람이 복용했던 후기를

후기 검색
인터넷
검색

인터넷

기사 검색

재문의

제공된

약 모양, 봉투, 증상으로

의약 정보 검색 인터넷에서 검색
인터넷

전문가

확인

병원/약국에서
문의
지인에게 문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지
기사를 찾아봄.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봄

그림 1. 의약품 복용 행태 패러다임 모형

4.3 선택 코딩

전문가인 지인에게 약
이름이나 처방전을 물어봄

선택 코딩은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개념을 통합하고 발전시키며 정교화를 하는

처방전/봉투 약 봉투에 있는 설명을 확인

정보 사용 처방 시 설명 의료 기관에서 한 이야기 기억
결과는 쟁점이나 문제에 대응하거나 상황을 관리,

과정이다[9]. 사용자의 행위 과정은 사건 및 결과가
조건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속적인 영향관계에
있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구체화시켰다.

유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결과이다[9].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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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전문가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검색된
정보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약 보유 과정에서 필요한 검색 시점과 내용
시

검색

검색

점

목적

내용

사용자 인터뷰 내용

P1: “인터넷만 봐도 몇가지가 있는데 그
효과 중에서도 효과 좀 좋고 빨리 낫는다 이런
A

그림 2 약 복용까지의 사용자 행위 과정

선택

그림 2 와 같이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의약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증상 발현부터 약 복용
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보 수집 행위가 약

B 적합성

복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복용 방법을 변경하는
결과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범주를 통합시키고 체계화한

약이 있으니까 전 그걸로 샀거든요.”

제품
성분

P9: “비슷한 것 중에 혹시 더 성분 괜찮은
게 있거나”

가격

P1: “약에 대한 가격. 약국마다 다른데
그런 차이를 알 수 있는 거면 좋겠어요.

효능

P3: “한참 지난 뒤에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난다거나,”

5.2 약 보유 이후

현대인의 의약품 복용 과정에 관한 핵심 범주는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는 약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약품 검색: 필요 시점과 영향”이다.

시점이 더욱 뚜렷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행위의

5. 연구 결과 2 : 통합 모형 분석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5.1 통합 모형: 약 보유 전
약을 보유하기 전과 후는 검색 내용과 목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디지털 약 정보 검색 서비스의 사용자
행위 모델은 약 보유 전후의 두 단계로 나누었다.

그림 4 약 보유 이후 검색 서비스 사용 행태
그림 3 약을 보유를 위한 검색 서비스 사용 행태

가장 중요한 검색 시점은 복용을 하기 전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처음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약을 보유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검색 행위가 적게 나타난다. 특히

검색을 한다고 말했다. 검색을 하는 목적은 궁금증
해소, 처방의 정확성, 용법, 부작용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함 등이다. 복용을 시작한 이후에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먹고 있던 약보다 효능이 더 좋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개인의 상태의
변화로 인해 검색을 하며 검색의 목적에 따라 약을
선택적으로 복용하거나 아예 중단했다. 단, 검색한

약을 찾거나, 약 가격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의 사전
검색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집에 보유하고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경우, 약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스스로 판단 하는 것을

자체만으로는 용도나 성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별 사용자의 검색 목적과 내용은 아래 표 7 과 같다.

우려하는 경우는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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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약 복용 과정에서 검색이 필요한 시점과 내용
시 검색

검색

점 목적

내용
영향

판단된다. 관성은 인터뷰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연구자의

사용자 인터뷰 내용

주관적 편향성은 연구자 3 명이 코딩 과정을 개별적,
통합적으로 병행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소화

P3: “내가 대체 이거를 왜 먹고 하나하나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하였다.

P8: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약이 뭔지

C

인터뷰 대상자는 20, 30 대의 젊은 층 10 명으로 모든

복용 필요성
알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여부
판단

용법

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에서 만성 질환, 임산부, 미혼,

P3: “그래서 검색하면 어떻게 언제 먹는
거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기혼자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을 모집하여

P2: “부작용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부작용
있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D

비교

유사

확인

약품
성분
구성

E

지속
복용
여부

발생
원인
복용
후기

F

필요

필요

여부

성분

P9: “약사가 주는 약 먹다가 그제서야
찾아보는거예요 그 약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비슷한 약이 이런게 있어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검색 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고 약 보유와

P2: “어 이거 그약인데 하면서 스테로이드
몇퍼센트인지 찾아보고”
P1: “그럴 때는 한번 더 찾아봐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느껴질 때 한번 더.”
P1: “그냥 혈압이 아니더라도 힘쓰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혈압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좀 덜했죠.”

약 복용이라는, 치료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의약품 정보 서비스 외에 치료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색 시점 별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안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참고 문헌
[1] O. Thinnukool, P. Khuwuthyakorn, and P.
Wientong,
“Pharmacy
Assistant
Mobile

P9: “근데 열이 떨어졌어요 그럼 해열제
먹기 싫어요. 그럼 해열제 성분 들어간
것만 빼고...”

Application

(PAMA):

Development

and

Reviews,” Int. J. Interact. Mob. Technol., vol.
11, no. 3, p. 178, 2017.

6. 결론

[2] J. A. Diaz, R. A. Griffith, J. J. Ng, S. E. Reinert,

본 연구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현대인의 디지털 의료

P. D. Friedmann, and A. W. Moulton, “Patients’
use of the internet for medical information,” J.

정보 검색 서비스의 이용 시점과 그 영향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 상에서

Gen. Intern. Med., vol. 17, no. 3, pp. 180–185,

사용자들은 용어의 어려움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2002.

각 시점에 요구되는 정보를 충분하게 얻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정보가 검색

[3] D. M. Zulman, M. Kirch, K. Zheng, and L. C.
An, “Trust in the Internet as a Health Resource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신뢰도가 없다고도 하였다.

Among Older Adults: Analysis of Data from a

이를 통해 각 시점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현재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J. Med.

Internet Res., vol. 13, no. 1, p. e19, Feb. 2011.

의약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4] G. Scott, D. M. McCarthy, A. Z. Aldeen, A.

수 있다.

Czerniak, D. M. Courtney, and S. M. Dresden,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by Geriatric

본 연구의 적합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Guba 와 Lincoln 의 평가 요소를

and Adult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적용했다. 참가자의 실제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데이터화로 확보된 내용만이 연구에

Access, Understanding, and Trust,” Acad.
Emerg. Med., vol. 24, no. 7, pp. 796–802,

사용되어 사실적 가치를 확보했다. 디지털 정보

2017.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은 본 연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이고, 향후 관련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 S. Lombardo and M. Cosentino, “Internet Use
for Searching Information on Medicines and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성이 있다고

Disease: A Community Pharmacy–Based

- 453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Survey Among Adult Pharmacy Customers,”

Interact. J. Med. Res., vol. 5, no. 3, p. e22, 2016.
[6] A. Sheth, U. Jaimini, K. Thirunarayan, and T.
Banerjee, “Augmented Personalized Health:
How Smart Data with IoTs and AI is about to
Change Healthcare,” 2017 IEEE 3rd Int. Forum

Res. Technol. Soc. Ind. (RTSI 2017), 2017.
[7] 김민영, “일반인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
수준 및 관련 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2012.
[8] B. G. Glaser and A. L.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vol. 1, no. 4. 1967.
[9]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vol. 15. 2007.

- 454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의료진 조언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유형 연구 :
조언 응답률과 체중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users’ perception of online-based health message in the clinical
context
강슬기
Selki Kang

김유정
Yoojung Kim

이중식
Joongseek Lee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GSCST, Seoul National University

GSCST, Seoul National University

GSCST, Seoul National University

skkang0617@snu.ac.kr

tendjoy@snu.ac.kr

joonlee8@snu.ac.kr

맞춤

요약문
본 연구는 개인화된 건강 조언 메시지를 제공 받는
사용자의 메시지 사용 행태와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온라인 건강 조언 메시지의 수용에 대해 유형을
파악하고, ‘개인화’에 대한 접근을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건강 기록을 돕는 ‘건강스스로지킴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4 주간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 조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 로그를 수집하였다. 이후
응답 로그와 더불어 체중 변화 데이터, 사후 인터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4 가지
메시지 수용 유형을 도출하였다: 적극적 수용자,

중립적 실행자, 소극적 실천자, 비관적 단념가. 이들 중
특히 적극적 수용자와 소극적 실천자의 경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조언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메시지를 통한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큰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더불어 소극적 실천자와 비관적 단념가의
경우, 인터뷰 결과에 따라 의료진의 조언에 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진 조언을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진료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

서울아산병원의

분당서울대병원의

헬스

시도가
손안의

포유[3],

있었다.
차트[2],

삼성서울병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 ‘헬스 포유’의 경우, 환자가 직접
입력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이 온라인
개인 메시지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적 맥락에서 모바일을 통해 사용자의
라이프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강 관리를 지속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병원은 신뢰
형성과

설득을

유도하는데

바탕으로

적절한

건강한

채널로써

행동

이러한

변화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4].
이와 유사하게 메시지의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와 행동
변화에서의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5-7]. 이러한 시도들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메시지의 내용적 측면과 알림과 같은 전달 방식의
측면에서 개인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특성이나 내용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존 지식[5], 피드백 방식[6], 그룹 간 경험
공유[7]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용자 개인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양상이 각기

주제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Healthcare, mHealth, message intervention, behavior
change

사용자들이 개인화된 메시지를 제공받아도, 개인의
특성이나 관점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 다르고,
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1. 서 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량을 줄이세요”와 같은

1.1 연구배경

조언을 제공해도,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병원들이 앞다투어 스마트폰을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한 번 더 줄여

활용한 건강 서비스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모바일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용자도 있는 것이다.

헬스케어의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제공 받더라도, 개인의 관점에

어디서나 환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맞춤 건강 정보를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8]. 이 같은 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고려한다면 건강 조언 메시지를 받는 사용자의 수용

메이오 클리닉 (Mayo Clinic)[1]과 같이 환자 중심의

반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 455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따라서 개인화된 건강 조언 메시지를 통해 행동 변화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13]. 즉, 사용자들이

이끌어내고,

유지하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제공받는지에

위해서는 이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메시지 사용 행태와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메시지 수용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의

나아가

수용

장기적으로

반응을

살펴보고,

변화를

유형을

나누어

컨텐츠의 맞춤 전략을 넘어선 개인화 방안에 대한 접근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환자의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진료 시 건강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개선

1.2 연구 문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개인 건강 기록을 돕는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의료진 조언에

‘건강스스로지킴이’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와 그 반응에 대해 보고자

참가자들에게 4 주간 식사,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

하였다. 이를 위해 두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체중, 혈압을 기록하게 하고, 이에 맞는 조언을

• RQ1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의료진 조언에 대한
사용자의 사후 행동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
• RQ2

: 각 유형에 따른 사용자의 의료진 조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제공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활용하여,

의료진 조언이 도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할 수 있었다(그림 1). 이후
제공되는 의료진 조언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 행태와
행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 명의 참가자들을

2. 관련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했다.
3.1 참가자 모집

2.1 의료적 맥락에서 메시지 인터벤션의 사용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벤션(Message

Intervention)은

의료적

참가자 총 20 명(남 15, 여 5)을 대상으로 실험을

맥락에서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매체로 자주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47.7 세(SD=9.1)로

등장하였다. 특히 의료적 맥락에서 심부전증 환자의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지혈증, 고혈압, 수면무호흡증과

자기 관리[9]와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10]에 대한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메시지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체중 관리와 메시지 효과를 밝힌 Riley et al.[10]
에 따르면, 메시지를 통해 환자의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 체중 입력 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담은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입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메시지 인터벤션을 통한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 증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나아가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3.2 개인 건강 데이터 기록과 의료진 조언
참가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요청 받았다. 참가자는 총
4 주간 제공되는 의료진 조언에 대해 도움 여부를
예/아니오의 형태로 선택하였다(그림 1). 이를 통해
20 명의 참가자에게 약 4 주 간 총 1076 개의 의료진
조언에 대한 응답 로그와 사전과 사후의 체중 측정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2 메시지 개인화 전략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특히 개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Hirai et al.[11]은 개인의 성향 및 건강
기록에 맞추어 제작된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제작된
메시지보다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화 방안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통상
개인에

맞춘

메시지의

제작

전략이나

메시지

인터벤션이 행동 변화의 특정한 단계에 적합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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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스스로지킴이’ 애플리케이션 내 의료진 조언
화면. 매일 사용자가 기록한 정보에 맞춰 조언을 제공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아니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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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응답률과 체중 변화에 따른 4 가지 유형 분류 설명. 평균을 기준으로 긍정적 반응 유형 (1,2 사분면)과 중립 및 부정적
반응 유형(3,4 사분면)분류

기록을 수집하였다. 체중 변화 기록을 위해 조사 참여

마지막으로 기준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참가자의 경우,

전후로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네 가지

체중

애플리케이션

측정을
사용

실행하였고,
소감과

이후

의료진

전반적인

조언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두 명의 연구자가 인터뷰

반응을알아보기 위해 반 구조화 인터뷰를 약 40 분간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코딩하여 질적 분석을 함께

진행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조언에 대해 어떤 부분이

진행하였다.

도움이 되었는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응답률과 체중 변화를 바탕으로 의료진 조언에 대한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수용 유형 분석 결과, 크게 긍정적 반응 유형과 중립 및

본 연구에서는 유형 분류를 위해 세가지 분석 단계를
거쳤다. 먼저 의료진 조언에 대한 반응을 조언의
유용도에 대한 예/아니오 응답으로 정의하고, 반응의
척도를

응답률의

max=98.92,

평균(M=31.94,

min=0.56)으로

4. 연구 결과

SD=32.13,

정하였다.

응답률은

의료진 조언의 도움 여부에 대한 예/아니오 응답에
관계 없이 모든 응답을 수집하여 참여 기간에 의한
응답 가능 횟수 대비 실제 응답 횟수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35 일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참가자가
버튼을 103 회 누른 경우 응답 가능 횟수 210 회에 따라
49.05%의 응답률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긍정적 반응
유형’과 ‘중립 및 부정적 반응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부정적 반응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후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실제 행동 변화 시도의 유무와 정서적
친밀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수용자,
중립적 수용자, 소극적 실천자, 비관적 단념가 총
4 가지의 세부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그림 2). 전체
체중 감량 평균은 -1.56kg(SD=1.73)으로, 가장
유의미한 체중 감량을 보인 유형은 평균 -2.95kg
(SD=1.44)의 체중 감량을 보인 중립적 수용자
유형이었다.
긍정적 반응 유형 중 체중 감량에 성공한 적극적
수용자의 경우, 의료진의 조언을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의미 있는 체중 변화를

이후 체중 변화에 따른 세부 분류를 진행하였다. 앞서

보인 참가자 P01 (-5.50kg)이 속한 중립적 실행자

진행된 행동 변화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체중

유형의 경우 조언에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체중 조절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동

변화의

근거로

평균적으로 사람의 체중은 하루에도

정의하였다[14].
0.9kg 에서

4.1 긍정적 반응 유형 :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대

1.8kg 사이에서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따라서 기존 체중의 전후 1kg 차이는 일상적인 체중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긍정적 반응 유형의 경우,

변화의 폭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의료진 조언을 통한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큰 유형으로

무의미한 체중 변화의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유추해볼 수 있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적극적 수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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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실천자 두 유형 모두 조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당
유형에 속한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참 잘했어요’
메달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P18)” 의 예에서 조언이 의지를 설정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적극적 수용자의 경우 의료진 조언을 자기 점검의 지표
및 실제 변화까지의 목표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P02 의 경우 “보면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동기화를 딱 하려고 했는데 2500 보 밖에
못 걸었어. 그럼 '어 만보 걸어야 하는데. 잠 잘 시간
얼마나 남았지' 하고 내려가서 걷다 오고(P02)” 라고
대답한 것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의료진 조언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를 응답률과 체중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4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의료진 조언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큰 경우,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동기 부여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반면, 소극적 실천자의 경우 특히 의료진 조언에 대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보다 크게

정서적인 연결감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작용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행동 변화의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못하고 계시고, 이건 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이나 아니면 위로나
격려의 말들.(P20)”가 그와 같은 예이다. 더불어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 이를 무리하게 따를 수 없는
내용으로 간주하고, 강도가 약한 내용을 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능성이 낮은 유형의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의 비교와

4.2 중립 및 부정적 반응 유형 : 반복에 따른 의구심
인터뷰 결과에 따라 의료진의 조언에 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진 조언을 통한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유형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중립적
조언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조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메시지의 신뢰감 확보가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를
보완한 메시지를 제공함으로 보다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형을 분리하기에 조사 참가자들의 수가

낮은 응답률을 보인 중립 및 부정적 반응 유형의 경우,

실행자와 비관적 단념가에 속한 참가자들이

같은 메시지의 제공 방법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매일

반복된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결국 사용자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인해 조언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를

20 명으로 다소 한정되어 있으며,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어 기간이 짧은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유형과 장기적인 수용 행태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행동 변화
단계에 따른 메시지 개인화 방안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의료진 조언을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료 조언 메시지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기획한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가장 큰 체중 감소 폭을 보인 ‘중립적 실행자’의 경우

맞춘 메시지를 제작함으로써 환자의 행동 변화를

의료진

조언은

본인의

목표

설정에는

부족하며,

조언과는 무관하게 체중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솔직하게 (말해서) 필요성이 있나…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수면을
판단해 갖고 수면을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준다 던지.(P19)” 등이 있다. 이 경우, 과거
기록과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미래의 목표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해야하긴 하는데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왜냐하면 밀린 숙제처럼 해야할
것 같아서.(P11)” 와 같이 조언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근데 도움이 되고 안
반면, ‘비관적

단념가’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수용 행태에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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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활동량을 기록하는 웨어러블 및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많은 서비스와 연구에서 개인의 성향,
건강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에 대한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사회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일정한 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생활에

시달리고 있다[1,2]. 이러한 월요병 현상은 반복되는
생활주기가 사람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즉, 사회적 관계와 제약
속에서 형성되는 생활주기로 인해 개인에 따라 생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주기를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활주기인 요일에 따라 활동량의 변화

하지만 여전히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패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량을
기록하는 미스핏(Misfit)[3], 핏빗(Fitbit)[4] 등과 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여,

생활주기를

고려한 피드백 개인화 전략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4 주간의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주기형, 주간주기형의
유형이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서 세부적인 활동 패턴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주기형에서는 2 가지,
주간주기형에서는 3 가지의 활동량 변화 패턴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활주기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나 연구에서 사람들의 생활주기가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삼성헬스(Samsung

Health)[5]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피드백이
제공되지만, 사용자에게 통계적인 내용이나 일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
자들이 이러한 피드백 방식의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의 성향[6], 관심도[7] 등을 고려하여
피드백의 개인화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요일과 같은

달라지는 활동량의 변화 패턴을 밝힘으로써, 헬스케어

구체적인 생활주기를 고려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량 기반의 피드백 개인화 전략 설계에

상황이다.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주기를 요일, 평일/주말로

주제어

나누어 생활주기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량 변화 패턴에

헬스케어; 활동량, 활동량 패턴, 웨어러블 디바이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활주기

2. 관련연구
2.1 생활주기와 건강 유지와의 관계

1. 서론

건강 유지에 있어 생활주기는 중요한 역할로 연구되어

1.1 연구배경
페이스북과 같은 SNS 에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오전에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어” 등과 같은
‘월요병’ 증상을 목격하는 건 무척 흔한 일이다. 이처럼
평일과 주말의 생활 패턴이 달라 나타나는 월요병
증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Warburton 등은 만성 질환의 초기 예방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만성 질환의 초기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8]. 또한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노년층의 노화
방지 및 건강 상태 증진에 있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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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밝힌 연구도 있었다[9]. 이 외에도 개인의 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임신한 여성의 정신 건강에 규칙적인

알아보는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웨어러블 기기 착용 그룹, 웨어러블 기기 미착용 그룹,

신체 활동이 중요함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10]. 이와

대조군의 3 그룹으로 모집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는

같은 연구들은 생활주기에 따라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웨어러블 기기 착용 그룹의 데이터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착용 그룹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생활주기에

데이터 수집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맞추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을 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면, 건강 관리 및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바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2.2 피드백 개인화 전략

유형을 분류하였다.

피드백 개인화(personalization) 전략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관련한 내용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Vries

등은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주기에 따른 활동량
변화를 알아보고자 20 명을 대상으로 4 주간 웨어러블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피드백을

제작하였을 때, 사람들이 피드백을 더 잘 읽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6]. 이와 비슷하게
Skinner 등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관심도를 피드백
개인화 전략으로 연구하여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달리
피드백을 제작하였을 때, 행동 개선에 더 효과적임이
드러났다[7]. 이와 더불어 개인의 신념이나 반응

3.1 참가자 모집
참가자들은 병원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고지혈증,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비만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하루에 만 보 이상을 걷도록 조언 받은
환자들이었다. 모집된 참가자들은 총 20 명(남 18,
여 2)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5.4 세(SD=8.9)로
나타났다.

직업은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들도 있었다[11].
최근에는 개인의 병증을 고려한 개인화 피드백의

모든

효과성이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도

하였다[1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주기와 같은 외적 요인이 피드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보다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날씨나 생활주기 등과 같은 외적 요인 등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피드백 개인화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Duncan 등은 날씨와
같은 외적 요인이 어린이들의 활동량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지만[13], 생활주기와
활동의 관계 혹은 외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화 전략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주기와 같은 외적 요인을 통해 활동량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 전략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명),

자영업(5

명),

3.2 활동량 데이터 수집

경향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개인화 피드백이 행동

입증되기도

사무직(9

전문직(4 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참밴드[14]와

자체

웨어러블
제작한

디바이스인
활동량

정보

삼성
제공

사용하도록
요청받았다.
활동량 측정이 가능하지만 휴대

여부에 따른 활동량 데이터 유실 위험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참밴드를 지급하였다. 취침 이외의
시간에는 참밴드 착용과 하루마다 배터리 충전을
요청하였으며, 하루에 한 번 동기화 버튼을 눌러 활동량
정보 확인 및 동기화를 하도록 하였다. 동기화를 통해
참밴드의 활동량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되므로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활동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3.3 분석 방법
분석에 앞서 모든 참가자의 데이터 수집일이 동일하지
않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데이터 수집일은 33.5 일(SD=3.33)이었으나 동일한
기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첫 날을
제외하고 총 28 일(4 주)간의 활동량 데이터를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의 건강 기록을
토대로 진료했을 때,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활동량 데이터 기록을
중도에 중단한 4 명의 참가자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6 명의 참가자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46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그림 1.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요일별 5 가지 활동량 변화 패턴. 평일과 주말의 활동량 주기성을 기준으로 크게 (A),
(B)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 활동량 패턴이 (a), (b) 와 (c), (d), (e)로 나타남.

전처리 이후의 데이터 분석은 (1) 요일 기준 활동량
분석 (2) 참가자별 활동량 변화 분석의 두 단계로

였으며(평일주기형 : 18.75%, 주간 주기형 : 37.5%),
주기성이 3 일 이하인 참가자는 43.75%였다. 다만 3 일

이뤄졌다. 첫 번째 단계인 요일 기준 활동량 분석에서는,

이하의 주기성을 갖는 참가자의 경우 요일별 활동량

모든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요일에 따라 분석하였다.
요일마다 4 주의 활동량을 100%로 환산하여 각 주의

변화 패턴을 도출하기에 주기성이 부족하여 해당
장에서는 평일주기형과 주간주기형의 활동량 변화

요일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활동량 주기성이란 요일의

패턴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활동량이 다음주 요일의 활동량과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 주의 요일 활동량
비율이 나머지 세 주의 요일 활동량 비율과 각각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값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각 주의 요일

4.1 평일주기형 활동량 변화 패턴
평일주기형은 평일을 기준으로 3 일 이상 주기성을
형성하는 유형이며 다음의 두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가 6% 미만인 경우 해당 요일이
활동량 주기성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평일 기준 3 일
이상 주기성을 형성하는 경우 평일주기형, 주말을
포함하여

4

일

이상

주기성을

형성하는

경우

주간주기형으로 분류하였다.

• 점진적 증가형(그림 1-(a))

점진적 증가형은 요일이 지날수록 활동량이
증가하는 유형이다. 주 초반 활동량이 증가하다가
점차 완만해지는 형태를 보인다. 주 초반 활동량과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의 활동량 변화 패턴을

후반 활동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주 초반
활동량의 경우 다른 요일에 비해 아침이나 저녁

분석하였다. 요일별 활동량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시간대의 활동량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활동량 변화량을 기준으로
2 명의 연구자가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활동량 변화

이와 같은 사용자들을 위한 활동량 기반의 피드백을
디자인할 때에는 활동량이 적은 요일의 부족한

패턴을 도출하였다. 요일 활동량의 해석을 위하여

활동량 시간대에 맞추어 활동량 목표를 줌으로써

하루를 아침(6~12 시), 낮(12~18 시), 저녁(18 시
이후)으로 나누고 요일 별 아침, 낮, 저녁의 평균 활동량

활동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변화를 비교하였다.

짧은 증감주기형은 요일에 따라 활동량의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주 초반에는 활동량이
적으나 점차 증가하다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4. 연구 결과
두 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요일에 따라 일정한 활동량
주기를 갖는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으로

이를

• 짧은 증감주기형(그림 1-(b))

평일과

평일주기형,

주말의

활동량 주기성을
주간주기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평일주기형은 두 가지, 주간주기형은 세 가지
유형의 활동량 변화 패턴을 도출하였다(그림 1). 일정
일 수 이상의 주기성을 보인 참가자는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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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활동량이
적은 요일의 경우 아침과 저녁 활동량이 다른
요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점진적 증가형
패턴과 같이 활동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맞추어
활동을 유도하는 피드백을 줌으로써 활동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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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간주기형 활동량 변화 패턴

짧은 증감주기형은 요일에 따라 활동량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유형이다. 평일주기형의 짧은

주간주기형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간에 4 일 이상
주기성을 형성하는 유형이며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증감주기형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주간주기형의 짧은 증감주기형은 주말에 활동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활동량의 차이는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 꾸준한 밸런스형(그림 1-(c))

특정한 시간대의 활동량이 평소보다 부족하여

꾸준한 밸런스형은 요일별 활동량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유형이다. 저녁 활동량이 아침, 낮

나타난다. 따라서 활동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맞추어
활동량 목표를 제시하여 특정 시간대의 활동량을

활동량보다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활동량 증가를 유도할 수

더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있다.

의식적으로 저녁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예인 P04의 경우, 요일별 평균
활동량이 14415 걸음(SD=2,024)으로 매일마다 만
보 이상의 활동을 하였으며 그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아 매일 꾸준한 활동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은

5. 결론
본 연구는 요일에 따라 사람들이 활동량 주기성을

유형의 사용자들은 꾸준한 활동 패턴을 보이므로

어떻게 가지는지, 그리고 활동량 변화 패턴이 어떻게

전반적인 활동량 목표를 점진적으로 늘려 활동량
증가를 유도하거나, 활동 패턴이 불규칙해진 요일에

달라지는지 연구하였다. 활동량 기반의 피드백 전략에
있어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 건강 관심도

피드백을 주어 꾸준한 활동량 패턴을 유지할 수

등과 같은 내적 요인을 고려하였지만 이 연구는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맥락을 고려하여 생활주기라는
외적 요인을 탐구하였다. 활동량을 기록하는 웨어러블

• 주 후반 감소형(그림 1-(d))

주 후반 감소형은 주 초반 활동량이 증가하다가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평일 평균 활동량과 주말
평균 활동량 차이가 매우 크고 하루 시간대
기준으로 저녁 활동량이 거의 없는 유형이다. 평일
아침과 낮 활동량은 주말 아침과 낮 활동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직장
생활에 의한 활동량으로 파악된다. 요일별 하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녁 활동량이 거의 없으므로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예인 P07의 경우, 평일 평균 활동량은 8640
걸음이었으나 주말 평균 활동량은 4316걸음으로
2배 가까이 활동량 차이가 났다. 하루 평균

디바이스와 활동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구한 결과, 요일에 따라 일정한 활동량 주기를
갖는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활동량 주기를 보이지 않는 유형, 평일에는
일정 수준의 활동량 주기를 가지는 평일주기형, 주간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활동량 주기를 가지는
주간주기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활동량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평일주기형에서는 2 가지(점진적
증가형,
짧은
증감주기형),
주간주기형에서는
3 가지(꾸준한 밸런스형, 주 후반 감소형, 짧은
증감주기형) 활동량 변화 패턴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참가자 수가 적어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지

활동량은 7405 걸음이었으며, 하루 활동량 중 평균

못 하였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 조건을 가진

저녁 활동량이 11.3%(818걸음) 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말 활동량이 적고 운동을 따로 하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않는 사용자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생활주기에 따라 활동량 패턴을 도출하여
피드백 개인화 전략에 있어, 생활주기를 고려해야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사용자들을 위해 활동량

한다는 가능성을 밝힌 점에서 생활 데이터 기반의

기반의 피드백을 디자인할 때에는, 간단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하거나 평일의
출퇴근처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말에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행동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맞추어
운동을 시작하기를 제안함으로써 저녁 활동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 짧은 증감주기형(그림 1-(e))

활동량 개인화 전략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활동량 변화 패턴을 인식하여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제시하거나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세부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생활주기에

따른

활동량

변화패턴을 고려하여 피드백을 달리 적용하였을 때,
행동 개선의 효과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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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around the world. The prevalent use of

Abstract

smartphone has changed many aspects of our daily

With the prevalence use of smartphones, the

lives. The practices of photo taking and sharing has

practice and culture of taking photos and sharing

changed; it captures everydayness and ephemerality.

them have dramatically changed. Today’s users

The use of photo messaging services has been more

take digital photos using their smartphones, and

of a habit ever since Snapchat was introduced in

share them via diverse social media platforms. As

2012. It is estimated more than 400 million photos

this digital photo culture has matured, a new

were received on Snapchat everyday [7]. Popular

phenomenon of taking photos to share for a

social

limited duration (e.g., 24 hours) has emerged. The

media

platforms

like

Instagram

and

Facebook have now integrated some of Snapchat’s

practice surrounding ephemeral photos has gained

main features, ephemerality onto its platform.

popularity and many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Snapchat and Instagram have introduced new

As more and more social media platforms

functions supporting this practices. In order to

have begun to support user practices of ephemeral

understand why and how users share ephemeral

photo sharing, so it needs some attention. However,

photos, this study observed total 37 participants by

at present, beyond providing a platform for sharing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share ephemeral

embarrassing or sexual pictures, little is known

photos, the audiences of the ephemeral photos, and

about

what

do

Snapchat

about.

Piwek

[6]

the user motivations of sharing ephemeral photos.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the use of a

The Photo Elicitation Interview (PEI) method was

memory sampling method to enquire about the

used to understand user strategy of taking and

specific details of the very last image or video each

sharing ephemeral photos and usage pattern. The

participant sent and received. However, due to the

study reveals that the content of ephemeral photos

exact nature of Snapchat use, it remains difficult to

heavily relies not only on editing formality but also

examine because they are self- destructiv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limitations in

pertinence, timeliness, process-ability depending on
the

receiver.

This

study

suggests

a

studying the object having ephemeral nature by

better

understanding of a current dynamics in socio-

solely relying on the retrospective speculation,

technical phenomenon: photo sharing behavior,

which might introduc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ich can be applied to light weight photo

practices of photo taking and sharing. In this stud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we collected “in- the wild” ephemeral photos,
which helped us analyze the content of the

Keyword
Ephemeral

ephemeral photos and assisted users recollect their
photos;

Photo

sharing;

User

motivations and strategies.

Experience; Snapchat; Instagram Stories

2. RELATED WORK

1. INTRODUCTION

In this section, we review three strands of

Nowadays with the dramatic development of

research to inform theory about the photography,

technology, the smartphones have become mor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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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otography

and

the

practices

© 2018 HCI Korea

of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photography

have

evolved

to

the

point

of

communication artifacts after a short period of

ephemeral photos.

time. [2]. Such older data can cause conflicts with
the presentation of the current self and lead to

2.1 Evolution of Camera and Development of

serious issues and active work to remove data from

Photography

the archive [3]. Grudin suggests that we evolved to

Any study of photo sharing behavior must

live in an ephemeral world, yet our technology

be grounded within a wider historical context. We

takes us from the “here and now” to the

first review the perspective of academic scholars to

“everywhere and forever” [4]. Similarly, Mayer-

apply Dubois (1965) interpretations of three

Schonberger [5] emphasizes the value of “societal

generation photography - Peirce’s theory of sign

forgetting,” where “the limits of human memory

(Icon,

ensure that people’s sins are eventually forgotten.

Index,

Symbol).

The

three

stages

of

photography are the following: traditional analog

2.3 Ephemeral photo

film cameras, digital compacts and smartphones.
While camera is a distinctive digital

Ephemeral photo is a photo that is

information device, capturing and preserving the

ephemeral as name stated. Both Snapchat and

information by means of their own use, its ability

Instagram Stories are social media platforms, in

has advanced when digital camera is introduced by

which allow users to send images, videos, and text

1990s. The camera became not only portable but

with a limited duration (e.g., 24 hours) for the

photography has become easily shareable, it allows

receivers

instantly take and share photos at anytime without

permanently inaccessible to the receiver [8].

limited

capacity,

which

resulted

“micro-

camera and ephemeral smartphone camera is
1).

It

explains

how

the

content

before

it

is

3.1 Research Questions

behavior each stages of analog film camera, digital
(Figure

view

3. METHOD

eventization. A journey map of photo sharing

drawn

to

RQ 1. What is the characteristic content of
ephemeral photos?

photo

management slowly disappear.

RQ 2. How is the sharing strategy of the
ephemeral photos depending on the motives?

Figure 1. A Journey Map of Photo Sharing Behavior

3.2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ies were divided into three in
order to meet overall objective of this research:
examine people’s practices of ephemeral photo
taking/ sharing behavior. The combination of
experience sampling (study 1 & 2), PEI (study 3)
and in- depth interviews followed by each study
offer insight into what kinds of content people are

2.2 Ephemerality in HCI

ephemerally share yet archive by comparing the

The concept, “ephemerality” supports some
interesting

directions

for

researchers

events. And the strategies that they used to deliver

and

messages that they want to emphasize.

technologies in HCI. Ephemerality is rare in a large

3.3 Study #1: Log- based Collection

scale online community, as in most online systems,

To get a specific understanding of what

permanent data retention is the default. The
persistence, opposite of ephemerality, has many

participants

useful

Snapchat is created account to follow all of 10

aspects,

supporting

coordination,

shares

with

their

audiences,

lab

collaboration, reminiscing and life- logging [3].

participants for 12 days prior to the interview. All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photos were screenshot for the record. During

platforms

this 12-day period (June 2- June 14), 10

that

are

designed

to

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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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Mobile and Ephemeral Photos

participants shared total 169 stories. Participants
were 50% females, age 24 - 33 (avg 25). All
participants had Snapchat installed for at least
three months, and used the app daily.
After this two week, the participants were

Characteristics

Mobile

Ephemeral

Content

Objective representation

Miscellaneous

Framing

For oneself

To view oneself
through others’

interviewed in person, which lasted average of 55
minutes to review to whom was it and what the
participants were trying to say via the stories. Most

1)Collective Memories
Intention

participants agreed that collected stories reflect
what

they

normally

share

with

friends.

1) Substitute for
writing
2) A piece of
information process

2) Prosthesis

3) To show off
4) To disclose oneself

All

interviews were audio recorded and transcribed.
3.4 Study #2: Task Scenario & Card Sorting
4.1 Content

To observe behavior of the practices of

characteristics

of

Ephemeral

photos

photo sharing, 13 participants were asked to

To

demonstrate three situations (selfies, food, and

look

into

new

phenomenon,

current situation) which are supposedly uploaded

characteristics of mobile photo were considered for

on their Facebook, Instagram Post, and Instagram

comparison (Table 1). Beyond simply being the

stories. This helped to understand how they would

medium of objective representation, ephemeral

present themselves and sharing strategies on both

photos

ephemeral and non-ephemeral media. However,

interpretations,

this task could be different from their cognitive

ephemeral photos to be miscellaneous and micro-

mental model, the card sorting task was proceeded

eventization. The senders try to send candid yet

afterwards. Participants had to sort out the

more funny, spontaneous, and mundane. These

attributes that would describe ephemeral, non-

ephemeral photos are not framed for oneself it is

ephemeral and others (cannot be categorized).

rather to view oneself from others. The intention of
sharing

3.5 Study #3: Photo Elicitation Interview
(PEI)

was

conducted

to

them

and

which

is

deliver

results

evidently

the

not

subjective
content

for

of

collective

memories nor prosthesis, rather it is created to
reveal one’s personality or to update current on-

A qualitative method of photo elicitation
interview

capture

going situations.

scrutinize

description of ephemeral photo that couldn’t be

It draws upon absolute subjectivity to

found by previous two studies. 30 sets of random

receivers by showing the normal boundaries of

screenshot of both ephemeral photo and non-

everyday and moving the activity of viewing from a

ephemeral photos were shown to 7 participants.

transparent relationship of meaning and expression.

Two simple questions, 1) Does this photo look

Therefore, current digital ephemeral photos are

ephemeral or non-ephemeral and 2) why, were

found to be available and obvious to everyone

asked to elicit people’s perspectives and usages, as

(when the user’s account is public) yet it explores

well as social, personal meanings and val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and own
subjectivity [1]

4. DISCUSSION

4.2 Formality Characteristics of Ephemeral

In this section, we reflect our findings of in

Photos

which ephemeral photos were shared, how they

The contents of ephemeral photos heavily

were shared. We compare and contrast these

rely on given formality. Given various augmented

photos with participants’ archived photos in order

layers, participants used them to provide context

to provide to understand its use, and discuss how

and details to receivers. For example, geo stickers

they can be applied and design in future light-

are utilized to indicate location, temperature, and

weight photo creation.

- 467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time. Free forms such as doodle and text are

5. CONCLUSION

generated according to users' own creativity.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practices

Among seven augmented layers, text layer was

and culture of taking ephemeral photos and

found to be used most frequently by 68% and

sharing them. Three different studies were designed

second most frequently used were none-layer by

and execut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content

24%. Participants explained that they found adding

itself to give insight about qualitative analysis, in

the text captions most convenient out of others,

addition to users’ affordance and strategies of

however, in many cases they prefer not using other

ephemeral photo of using them.

layers. They strive on capturing snapshot on

Our findings from three different studies

decisive moments. Therefore, they do not feel
pressure for putting additional effort and time

revealed that ephemeral photos are distinctive from

because bad crops are forgivable but not in

other mobile photos as it provides people to

automatic archiving.

selectively share ordinary yet highlight moment of
the day with certain close ties.

“In case, [receiver] do not notice the whole

In the future, the question of ephemeral

point of sending this photo, I tend to add text or
doodle to emphasize, but most of time I am lazy to
add any. I just send them along and explain later
(P 09)”

photo sharing of Korean smartphone users must be
answered

because

it

reflects

today’s

people

practices of photo sharing behavior. This frame of
observation

4.3 Sharing strategies of Ephemeral photos

leads

to

design

implication

that

support light weight creation and time- limited

Ephemeral photos play a niche medium,

sharing

which

could

provide

a

baseline

where users can demonstrate themselves much

understanding of a current phenomenon of the

more

practices of photo sharing behavior.

freely.

A

time-

constrained

sharing

encourages them to create “consequence – free”

Reference

content such as bold presentation of oneself.
However, they selectively share these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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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성 중심의 게임 커뮤니티에서 여성 게이머의

요약문

대응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게임 문화 자체가

온라인 게임에서 상당수의 여성 게이머가 성차별을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 성차별에 대한 게임 안팎의

경험하며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시스템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성차별을 겪는 여성

남성 중심의 게임 커뮤니티에서 여성 게이머의 성차별

게이머의 대응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어

대응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여성

대응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게이머가 온라인 게임에서 성차별에 대응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게이머가 성차별에 대응할 때

방안을 찾고자 한다.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20 명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많은

방안을 찾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 내의 구조적

인터뷰 참여자가 게임 내 신고에 대한 피드백이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20 명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족하며, 성차별을 대응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정체성이

찾기 위해 7 명의 게임 이용자와 2 명의 게임 기획자를

희생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7 명의 게임

모집해 공동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다.

이용자와 2 명의 게임 기획자를 모집해 공동 디자인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참가자가 신고 후 진행 과정 및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는 젠더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신고 시스템 자체에 대해

감수성을 높이는 신고 시스템과 성별을 감추는 음성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다수의 참가자가 성차별에

변조 기능이었다.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 내 신고

직접 대항하거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예를 지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대응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희생된다고 했다.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차별 가해자에게 신고 처리 과정이 전달되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주제어

성별을 감추기 위해 보이스 챗에 음성 변조 기능을

온라인 게임; 여성 게이머; 성차별; 신고 시스템;

넣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1. 서 론

앞선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게임 내 성차별 예방

온라인 게임에서 많은 여성 게이머가 성차별을 겪으며

시스템을 보다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주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5,8]. 그릇된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인식을 가진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여성이라는 점을

이 연구가 오버워치 게임 내 성차별을 연구 대상으로

이용하여 욕을 하거나 여성 게이머에게 보조적 역할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버워치는 인기있는

맡을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게임 내 성차별에

온라인 게임 중 하나로, 특히 많은 여성 게이머들이

대해 여성 게이머는 게임을 나가거나, 무시하거나,

즐기는 게임이다[9]. 둘째, 음성 채팅 시스템이 게임에

지인과 게임을 하거나, 똑같이 욕설로 맞받아치는 등

도입되어 목소리를 통해 성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6,7].

이에따라 여성 게이머는 오버워치를 하며 다른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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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성차별의 피해자가 된다. 셋째,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7]. “조직적 민감성”은 어떤

오버워치 게임 내 성차별 문제는 사회적으로 널리

조직이 조직 내 성차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알려져

취하는 적극적인 정도를 나타낸다[12].

있으며,

“전국디바협회”라는

페미니스트

게이머 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내 성차별은 여러 요소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성 게이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2. 선행 연구

성차별 상황을 피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저항하기도

2.1 온라인 게임 내 성차별

한다. 그러나 여성 게이머 개인적 차원의 대응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의 아이디, 캐릭터,

구조적인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의

목소리가 게이머의 성별을 드러낼 수 있다. 여성으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에서

확인된 게이머는 종종 직접적인 성차별의 피해자가

여성 게이머가 성차별에 대응할 때 인식하는 구조적

되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 내 대표적인 성차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생명윤리

예시는 욕설이나[1], 모욕적인 발언 등이며, 이러한

위원회로부터 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행동은 게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거나[4,16], 지고

3. 인터뷰

있는 상황일 때[10] 더 심해진다.

게임 이용자가 겪은 온라인 게임 내 성차별 경험과

또한, 여성 게이머가 공격수가 아닌 지원자와 같은

대응 방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연히 여기거나 때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7 년 8 월에

강요하기도 한다[13]. 이는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진행되었다.

고정관념 때문이다[6].

3.1 연구 방법

2.2 여성 게이머의 성차별 대응 방식

오버워치 이용 경험이 있는 20 명(여:18, 남:2)의 게임

여성 게이머는 게임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6,7]

이용자를

성희롱에 대처한다. 성차별 대응 방법은 크게 회피와
저항으로 나뉜다. 일부 여성 게이머는 성차별이 발생할

나타내는 티어 그룹은[4], 참가자 중 5 명이 상위권,

피하기 위해 게임 중 음성 채팅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명이 중위권, 3 명이 하위권이었다. 모든 참여자에게

또는 남성 게임 캐릭터를 고르거나 남성적인 게임

1 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기본

아이디로 게임을 하며 자신의 성별이 노출되는 것을

정보는 <표 1>과 같다.

막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여성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재생산 할 수 있다 [7].
일부 여성 게이머는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다른 게임 이용자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갖춰서
‘여성은 게임을 못한다’는 편견을 극복하기도 한다[6].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여성 게이머가 취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정 여성게이머의 경우 성차별 가해자에게
맞대응을

하기도

하는데[6],

비꼬듯이

페이스북,

2 명은 6 개월 미만이었다. 게임 이용자의 실력을

여성 게이머의 경우 목소리로 성별이 노출되는 것을

낮춰

안내는

13 명의 참여자는 오버워치를 1 년 이상 사용하였고,

게임을 하거나, 게임 자체를 그만두기도 한다. 다른

존재감을

모집

게시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7 세였다.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 지인이 있을 때에만

게이머의

모집하였다.

트위터와 국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에

말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대응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3 행동 변화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노력
성차별 문제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Fox 와 Tang 은 게임
회사의 “조직적 민감성”이 게임 내 성차별 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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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

게임경험(개월)

티어그룹

P1
P2

여
여

25
26

15
12

중위
중위

P3

여

27

12

하위

P4

여

25

12

상위

P5
P6

여
여

19
23

15
6

상위
중위

P7

남

19

18

중위

P8

여

23

12

상위

P9
P10

여
여

21
22

3.5
12

중위
중위

P11

여

32

14

중위

P12

여

20

14

중위

P13
P14

남
여

29
25

3
9

하위
-*

P15

여

25

12

중위

P16

여

28

13

상위

P17
P18

여
여

22
22

12
10

상위
중위

P19

여

21

6

중위

P20

여

20

7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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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

즉, 혐오 행동의 반복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P14 는 티어 그룹이 결정되는 게임 중 성적 모욕을 겪고,

참여자가 가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티어 그룹 배치 게임을 중단하여 소속된 티어 그룹이 없다.

나타나는 “감정적 소모"를 언급했다(P3, P5, P14, P19).

인터뷰는 사전 설문과 심층 인터뷰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는,

50 분에서 80 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전 설문에서

되어버린다는 우려(P3), ‘동화 작가’가 꿈인 자신의

참여자는 게임 이용 습관, 인구학적 정보, 성차별

목표나 직업적 윤리에 반하는 모순적 감정 (P19) 등을

민감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얘기하였다.

연구자는 게임내 직간접적인 성차별 경험, 성차별 대응

몇몇 여성 참여자는 성차별 대응 과정에서 욕설을

경험, 구조적 한계점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뷰 내용은

부류의

사람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성차별 가해를

(thematic analysis)[2]을 진행하였다. 4 명의 연구자가

하는 남성 게이머에게 끝까지 예의 있게 대응하거나

전사된 문서를 개방 코딩하였고, 코딩된 키워드로 주제

전혀 공격받지 않은 척을 할 때가 있다고 했다 (P11).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4 개의

이러한 대처 방법은 추가적인 성차별 공격을 회피하는

큰 주제를 추출하였다.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1 은
자신이 여성이라서 같이 게임하기 싫다는 성차별

3.2 결과

공격에도 게임의 승리를 위해 직접 본인이 여성인 것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신고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게임에서

드러냈다. “신고해도 먹히는 걸 본 적이 없다”(P5,

끝까지 P1 과 협력하지 않았다.

P13)고 얘기하며, 신고 후에 달라지는 것을 전혀

4. 공동 디자인 워크숍

체감하지 못했다. 특히 게임 시스템에서 신고한
게이머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 내 성차별에 대한 해결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는 신고 시스템을
어떠한

같은

삼가지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생되기도 했다.

모두 전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분석

사용해도

가해자와

처분이

없을

것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알지만,

공동

‘자포자기의 심정’(P15)으로 신고 기능을 이용한다고

디자인이란

전문가의

지식과

비전문가의

창의성이 결합되는 디자인 방법을 뜻한다[14].

하였다. 신고 기능이 가해자에 대한 유일한 시스템
대응이기 때문에 안될 것을 알면서도 ‘복권을 긁어보는

참여자

심정’(P3)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쓰고 있다고 했다.

총 9 명의 참여자가 (여:7, 남:2) 눈덩이 모집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가 성차별 가해자에 대한 게임 내 처벌

워크숍에 참여했고, 이들 중에 7 명이 게임 이용자

수위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P3, P13, P15, P12, P19).

(여:5, 남:2), 2 명이 게임 기획자였다. 조, 가명, 역할,

일부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게임 이용자가 처벌에 대한

성별, 티어그룹에 관한 정보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두려움이 없어 성차별 행위를 반복한다고 생각했기

각 참여자에게 5 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때문이다. 일부 참여자는 처벌이 단순히 보복적

조

가명

역할

성별

티어그룹

수단이기보다는 교화의 수단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A

진경

기획자

여자

높음

정수

사용자

남자

낮음

B

은희
예은

사용자
사용자

여자
여자

높음
중간

C

정은

사용자

여자

높음

명수

사용자

남자

높음

인혜
채원

기획자
사용자

여자
여자

높음

지현

사용자

여자

중간

(P12, P19). 처벌 자체가 가해자에게 어떠한 규범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게임 내
성차별 가해자가 처벌을 통해 성차별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랐다.
일부 참여자는 성차별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D

정체성이 희생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성적 모욕을
주는 가해자에게 똑같이 욕설로 되받아 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P8, P17), 욕을
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기

<표 2> 공동 디자인 워크숍 참여자

때문에 언어적 반격을 지속한다고 하였다(P17, P19).

공동 디자인 워크숍은 브레인 스토밍과 공동 디자인,

P8 은 “걔네한테 욕을 먹고 제가 똑같이 욕을 해주면,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는 80 분 정도

걔네는 다음 판에서 만나는 여자한테 또 똑같이 욕을

소요되었고, 중간에 20 분 쉬는 시간이 있었다. 워크숍

할 거라. 어떻게 보면 반복에 반복이" 라고 응답하였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번의 예비 워크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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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절차를 수정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신고 시스템 설계

브레인스토밍 단계

B 조와 C 조 모두 게임 내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자신이 어릴

게임 이용자의 젠더 감수성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즉,

적부터 즐겼던 게임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워크숍의

신고 시스템의 피드백 기능을 만들고, 신고 항목에

진행을

성차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달하기

맡은

연구자가

위해

3

참여자에게

가지를

배경지식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C 조는 신고 결과가 신고한 사람과 신고 당한 사람

오버워치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분석이었다. 두번째는 여러 온라인 게임에서 도입한

통해 신고한 사람은 신고가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를 알

규제 시스템에 대한 소개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수 있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견한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당한

발표를 마친 후 참여자에게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고

사람은

신고되었는지

발표 내용 중에 자신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이나

자신이

어떠한

확인하도록

행동이

하여

성차별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젠더 감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C 조는

발표 내용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겪은 온라인 게임내

피드백의 전달 시점과 다양한 경로의 피드백을

성차별 관련 문제점을 작성하도록 했다. 모든 참여자가

제안했다. 성차별이 발생한 게임 직후에 신고에 대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발표하며

피드백이 전달되어 가해자에게 문제 상황을 잘

토의를 진행했다.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토의를 마치고, 토의 진행 중에 추가로 작성한

피드백이 단순히 게임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까지 화이트 보드에 붙이며 자신의 문제점과

문자나 이메일로도 전달되어 게임 밖에서도 확실히

비슷한 문제와 그룹을 만드는 친화도 다이어그램

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Affinity Diagram)을 진행했다. 두 명의 연구자가
참여자가

만든

친화도

다이어그램을

B 조는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 항목 개설할 것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현재는 신고 항목에 명확하게 “성희롱,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참여자를 한 조로 구성하였다.

성차별, 성폭력”과 같은 항목이 없는데 이를 신설한

모든 참여자가 조원이 2~3 명인 총 4 개조로 나뉘었다.

것을 제안했다. 은희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공동 디자인(co-design) 단계

어렵겠지만, 신고 항목을 추가하면 적어도 성희롱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공동 디자인 단계는 디자인 과정과 발표로 이루어졌다.

말했다.

각 조가 다른 조에 방해를 받지 않고 디자인을 할 수

게임 회사의 사법적 지원

있도록 별도의 두 공간에서 두 조씩 동시에 진행하였다.
각 조에게 큰 종이와 기본적인 문구류를 제공하였고,
조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작성한

D 조는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성차별의 경우

메모를

성폭력에 가까워 게임 내 처벌은 부족하여 게임 회사가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지를 결정했다. 이후

소송 등의 사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결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큰 종이 위에

발표했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발표에서는 모든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가 결과물을 발표하고 다른 참여자와 자유롭게

고객 사법 지원 전담 조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B 조는 정도가 심각한 성차별 행위를 법적 증거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남기기 위해 음성 대화나 채팅을 기록할 때 따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는데, 게임 안에서 음성 대화나

공동 디자인 워크숍 전체 과정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참가자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한

관찰

채팅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노트를

것을 제안하였다.

작성하였다. 대화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된 대화는

성별을 감추는 음성 변조 보이스챗 도입

모두 전사하였고, 워크숍의 결과물 모두 문서화하였다.
주제별 분석(thematic analysis)[2] 방법으로 워크숍

A 조에서는 보이스챗으로 여성임이 밝혀져 성차별이

결과물과 대화 기록을 개방 코딩하였다. 코딩된

발생하므로 정체성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도(thematic map)와 도출된

보이스챗에 강제 ‘음성 변조' 기능을 제안하였다.

주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A 조는 구체적으로 게임 내 같은 팀 멤버 중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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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절반의 목소리가 게임 캐릭터의 목소리로

기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른 게임

변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음성 변조가 선택 사항이라면

이용자는 음성 변조 기능을 사용한 사람을 자신의

자신의 성별을 숨기고 싶은 여성 게이머만 이 기능을

성별을 감추고 싶어하는 게이머(여성)라고 어렵지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 변조 기능을 통해서
성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성별이 드러난다고

5. 논의

볼 수 있으며, 성차별의 폐해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5.1 게임 시스템에 조직적 민감성 반영

둘째, 음성 변조로 게임에서 여성 게이머의 존재감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게임 공간 자체가 더더욱 남성

게임 내 신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여성

지배적인 환경으로 인식되고, 현재의 성차별적 상황이

게이머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차별에 대응할 수 밖에

악화될 수 있다[6].

없다. 그런데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 게이머의 정체성을

6.

희생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게임 내 성차별

결론

이 연구의 목표는 여성 게이머가 성차별에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회사의 ‘조직적 민감성’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게임 이용자 및

높아져야 한다.

기획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심층

조직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는 신고 항목에

인터뷰를 통해, 여성 게이머가 게임 내 신고 시스템과

성차별을 추가하는 것이다. 우선 성차별 행위를 경험한

처벌 기준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게임 이용자가 더 쉽게 신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희생되고 있음을

된다. 또한, 성차별 행위가 기존의 신고 항목 중에 어떤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공동

것에 해당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신고 과정에서

디자인 워크숍에서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시스템 설계,

입는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의 사법적 지원, 보이스 챗에 음성변조

다른 항목으로 신고를 하러 들어온 게임 이용자가

도입과 같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차별을 신고 항목으로 접할 경우, 이 게임은 성차별

결과에 근거하여, 온라인 게임의 성차별 제재 시스템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다. 이는 게임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인터페이스에 ‘조직적 민감성’을 드러내는 매우 쉬운

이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오버워치가

방법이다.

매우 많은 이용자가 즐기는 유명한 게임이며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임 내 제재 시스템에 성차별

게임과 여러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온라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기능을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차별 현상을 대변하는 것은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다. 둘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성차별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지

작동하는 제재 시스템을 게임에 적용해보지 못했다.

과정이 반복된다면 성차별 가해자의 젠더 감수성이

따라서, 이 연구의 제안이 실제 상황에서 미치는

높아질 수 있다. 게임 내에서 키운 젠더 감수성이 게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어져야 한다.

밖의 성차별 행위도 사회 규범의 어긋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제시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게임

도입하는 것은 성차별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내 제제 시스템이 성차별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 문제 상황에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남성 게이머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화의 수단으로

게임 내 사회 문제는 물론 게임을 통한 사회 문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결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게임

5.2 성별을 감추는 해결책의 부작용

설계를 사회 규범과 연계하여 설계해본 중요한 시도로

‘음성 변조'를 이용하면 게임 이용자의 성별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 게임 산업 및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성차별을 줄일 수 있을

연구 현장에서 게임 내 성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게임 내 성차별의 원인을 여성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실질적인 제재 시스템으로

게이머의 성별의 노출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내 신고

것인데, 이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첫째,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포용의

오히려 ‘음성 변조’ 기능을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가

가치가 지니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

게이머들이 잠재적 성차별을 회피하기 위해 음성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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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IT 산업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증가하며 소셜

최근 10 년간 인터넷 이용 환경이 PC 에서 모바일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사용률은 매년 증가하며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보급되는 상황이다. SNS 는

Network Service)의 이용 또한 매년 증가하여 널리 보급

정보 습득, 교류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 큰 목적을

되어 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따르면 16 년 국내

가지며, 그중 ‘좋아요’라는 매개체는 게시자에게 자신의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웨어러블) 보유

감정을 표현하는 간결하지만 의미 있는 소통의 요소이다.

비율이 85.2%에 달하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메신저의

본 연구에서는 SNS 유형(피드 개방형/피드 폐쇄형),

사용은 92.5%이며 SNS 의 사용률은 65.2%로 국민의

SNS 게시물의 성격(긍정/부정), 그리고 감정 표현

절반 이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방법(단일/다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나타났다. [1] 자신의 일상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상적으로 자리 잡음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

사용자들은 SNS 유형에 관계없이 부정 게시물일 경우,

에어브러햄 매슬로우 (Abraham H. Maslow)의 욕구

단일 감정(‘좋아요’) 표현 방법에 만족하지 않았다. 긍정

5 단계 중 3 단계 욕구인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보면

게시물일 경우, 단일 표현 방법(‘좋아요’)에 대체로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족하지만, 폐쇄형일 경우, 더 다양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자신이 선망하는 집단에

요구되었다. 위 연구는 SNS 사용자들의 심층적인

소속되고 싶어 하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그렇기 때문에 SNS 상에서

수 있으며, 차세대 SNS 의 개발 방향성 지표로 활용될

‘좋아요’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사용자들에게 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중을 차지하는데 SNS 의 기능 중 타인의 게시물에
가장 신속하고 간결하게 공감을 표현할 수 있기

주제어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이 숫자들을 그들의 개인적

SNS 사용성, ‘좋아요’, 감정 표현, 콘텐츠 감성, 게시물

유명세 및 영향력의 척도로 가늠하기도 한다. [3] 이에

성격, SNS 유형, 만족도

본 연구는 SNS 상에 ‘좋아요’를 중심으로 SNS 의 유형과
‘좋아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가설을
성립, 이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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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이상적인 ‘좋아요’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하였고,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순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나타났다. 이 순위를 통하여 해당 SNS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정의한 SNS 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과

2. 이론적고찰

트위터는 ‘피드 개방형’으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2.1 SNS 의 유형

스토리는 ‘피드 폐쇄형’으로 보였다. 하지만 '좋아요'의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SNS 는 크게 개방형 SNS 와 폐쇄형 SNS 로
나뉜다.[4]

대표적인

개방형

SNS

는

페이스북

(Facebook)이 있다.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불특정

종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가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감정표현을

선택하였고

표 1. SNS 사례조사

다수와 제한 없이 관계를 맺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피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는다. 이는 정보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방형 SNS 가 주는

SNS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연령

10-30

20

온라인 공간을 개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는 달리,

주기능

폐쇄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5] ‘좁지만 깊은’ 인간관계를 강점으로 내세우는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10-30

10, 30-50

피드

피드

피드

폐쇄형

폐쇄형

다양화

단일화

단일화

다양화

좋아요,
댓글, 공유

리트윗,
댓글, 마음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업

원탭,

2 뎁스,

더블탭

더블탭

원탭,

터치

최대치가

스토리

개방형

종류

폐쇄성 SNS 이다. 폐쇄형 SNS 는 사람들과 소통 할

카카오

그램

피드

좋아요

관계만 소통할 수 있는 SNS 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인스타

개방형

SNS 유형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특정한

인간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단일 ‘좋아요’의 감정을 사용하였다.

인터렉션

150 명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등장한 ‘패스(path)’가

2 뎁스

원탭

롱탭

폐쇄성 SNS 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6] 하지만 현재
페이스북의

경우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폐쇄형 SNS 로써 기능도 가능해졌다. 이를 테면 공개
범위를 지인 혹은 친구 보기로 설정하거나 특정 인원만
게시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 또한 사용자가
개방형으로 혹은 폐쇄형으로 쓰임에 따라 유형이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피드에 따른 ‘피드
개방형’과

‘피드

폐쇄형’으로

재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드에 따른 개방형과 폐쇄형은 사용자의
피드에 게시되는 게시물에 따라 결정이 된다. ‘피드
개방형’ 유형의 경우 사용자와 친구가 아닌 친구의 친구
즉, 불특정 다수가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게시물이
사용자의 피드로 유입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경우

2.3 소셜 미디어 ‘좋아요’행위의 의미
SNS 상에서 ‘좋아요'의 행위는,상대방의 게시물의
‘좋아요' 버튼을 클릭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 감정은 선호, 동의, 지지, 애정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근본적 감정은
바로 관심일 것이다[7]. 게시물에 따라 사용자가
생각하는 감정은 다르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는 순간 자신이 상대방의 게시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며 대체로 이 감정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식된다. ‘좋아요'를 통한 관심의
표현은

단어나

문장인

텍스트보다

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3. 연구방법

페이스북에 해당 된다. 반면 ‘피드 폐쇄형’의 경우

3.1 SNS 이용실태 및 현황

사용자의 피드에 팔로우를 맺은 게시물만 유입이 된다.
‘피드 개방형’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신의 피드로 유입

위 사례조사를 통해 사전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고 1 차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스타그램에 해당된다.

2 차로 SNS 와 관련해 사전 설문을 시행하였다.1 차
설문조사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의

2.2 SNS 사례조사

종류와 사용의 이유, 접속 빈도 등과 주된 ‘좋아요’의

국내 SNS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 조사의 앞서

게시물 유형, 사용 동기 등을 알아보았다. 총 남, 여

사전 설문을 통해 남녀 131 명에게 ‘사용하는 SNS 는

85 명에게 진행을 하였으며 2017 년 11 월 07 일부터

무엇이냐는 (복수 선택) 질문에 페이스북이 1 위를

10 일까지 총 3 일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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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85 명 중 남성이 30 명(35%) 여성이 55 명 (65%)

[가설4]: 피드 폐쇄형 SNS에서 부정 게시물 속 '좋아요'

이었으며 20-29 세의 연령이 67 명(78%)으로 가장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많았다. 주로 사용하는 SNS 의 유형은 인스타그램,

본 연구는 SNS의 유형과 게시물의 성격, 그리고 ‘좋아요’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 SNS 의 ‘좋아요’를 누르는

단일 다양화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서,

이유는

피드 개방형 SNS 페이스북과 피드 폐쇄형 SNS

게시물의

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시자에게 호감을 표현, ‘좋아요’의 교환 순으로

인스타그램의

긍정과

부정의

콘텐츠와

사용자의

조사되었다. SNS 상에서 87%의 사용자들은 ‘좋아요’를

감정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통해

꾸준히 누른다고 답을 했으며 주로 누르는 게시물의

확인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연구의 프로세스는 기존의

유형은 일상생활(장소, 음식, 셀피), 취미(영화, 독서,

이론들과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좋아요’의 방법

게임), 반려동물, 여행으로 나타났다. ‘좋아요’를 누르는

(단일/다양)과 게시물 유형(긍정/부정), SNS의 유형

게시자와의 관계는 친구 및 지인이 74 명으로 가장

(개방형/폐쇄형)의 2×2×2 요인 설계에 따라 연구를

많았다. ‘좋아요’ 이외의 다양한 감정을 알고 있냐는

설계하였다.

물음에 63 명(74%)이 알고 있다는 답을 했다. 그 중

3.3 가상 프로토타입 구성

다양한 감정을 사용한 응답자는 48 명(56%)으로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비등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연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가상 프로토타입을

가설을 설정하고 유형별 SNS 게시물 성향에 따라

만들어 각각의 다른 ‘좋아요’유형을 제작 비교 분석하여

‘좋아요’의 단일, 다양화 표현 시 사용자의 만족도를

진행하였다. 사전설문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하는 연구 하였다.

유형의 피드 개방형 SNS 페이스북과 피드 폐쇄형 SNS
인스타그램으로 설정하였고, 게시물의 내용은 사례

3.2 연구가설

조사에서 통해 나타난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피드 개방형 SNS는 정보의 공유와 습득이라는 성향이

누르는 관계와 유형 ‘친구 및 지인’의 ‘일상생활 게시물’

강하여 소통의 비중은 피드 폐쇄형 SNS보다 얕다.

경사(돌잔치) 조사(가족의 별세)를 예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3단계의 따르면

그림 1 과 같이 독립변인 중 하나인 게시물의

인간은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긍정적,

게시물의 성격 (긍정,부정)과 ‘좋아요’의 방법 (단일,

다양)으로 진행되었다. 또한‘좋아요’의 유형을 이미지로

다양)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 폐쇄형

보여주게 되었을 때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적)과

‘좋아요’의

유형(단일,

SNS에서는 사용자들의 좀 더 가까운 친구, 가족, 연인

‘좋아요'를 누르는 진행 상황을 gif 로 제작하였다. 이를

등 제한된 인맥을 기반으로 하므로 좀 더 소통과 공감의

통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물의 차이를 극명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물의 성격(긍정,

보여주며 설문의 몰입도 방해를 끼치지 않게 하였다.

부정)과 ‘좋아요’의 방법(단일, 다양)에 따라 만족도의

‘좋아요’의 유형인 단일형과 다양형의 만족도를 묻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Likert 5 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SNS의 유형(단일,폐쇄)과 게시물의 성격

1 점 (불만족)에서 5 점 (만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긍정,부정),

개방형과 폐쇄형, 긍정과 부정 게시물 총 네 가지의

‘좋아요’의

방법(단일,다양)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상황에 각각 진행하였으며, 서술형 형식의 답변을 통해

[가설1]: 피드 개방형 SNS에서 긍정 게시물 속 '좋아요'

질적인 인사이트를 보충하였다. 순서에 따른 변수를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지하기 위해 SNS 유형 (피드 폐쇄형/피드 개방형)의

[가설2]: 피드 개방형 SNS에서 부정 게시물 속 '좋아요'

순서를 실험 참여자마다 랜덤으로 진행하였다.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피드 폐쇄형 SNS에서 긍정 게시물 속 '좋아요'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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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족도를 위한 프로토타입 (상:페이스북 모형, 하:인스타그램 모형)
평균 등 기술적 통계 방법을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을

표 2. 통계 결과
N

M

SD

131

3.6107

1.1607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독립

t

p

0.454

.650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test 를

개방/

단일

긍정

다양

131

3.5420

1.2845

개방/

단일

131

2.2519

1.3831

-

.000
**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부정

다양

131

3.5649

1.4364

7.536

폐쇄/

단일

131

3.0985

1.3126

-

.000

긍정

다양

131

3.9318

1.1064

5.577

**

폐쇄/

단일

131

2.7576

1.4884

-

.000

부정

다양

131

3.4394

1.3993

3.834

**

4.1 기초분석결과
조사 대상자 131 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51 명(38.9%) 여자 80 명(61.1%)
개방형 긍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것이냐는 질문에
‘누른다’ 92 명(70.2%) ‘누르지 않는다’ 39 명(29.7%)으
로 나타났다. ‘좋아요’의 방법에서는 ‘단일화’ 73 명
(55.7%) ‘다양화’ 58 명(44.2%)로 나타났다. 단일
감정표현의 만족도 점수에서는 655 점의 점수 중 356 점
다양감정표현에서는 361 점이 나타났다. 피드 개방형

*p<.05, **p<.01, ***p<.001

부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것이냐는 질문에 ‘누른다’
42 명(32.1%) ‘누르지 않는다’ 89 명(67.9%)로 나타났다.
좋아요의 방법에서는 ‘단일화’ 33 명(25.1%) ‘다양화’

3.1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ver12.0 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98 명(74.8%)로 나타났다. 단일감정표현의 만족도
점수에서는 655 점 중 212 점 다양감정표현에서는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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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좋아요’를 누를 것이냐는 질문에 ‘누른다’ 114 명

[가설 3] ‘피드 폐쇄형 SNS 에서 긍정 게시물 속 ‘좋아요’

(87.0%)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누르지 않는다’ 17 명(13.0%)로 나타났다.

‘좋아요’의 방법에서는 ‘단일화’ 42 명(24.4%) ‘다양화’
99

명(75.5%)

나타났다.

단일감정표현의

만족도

점수에서는 655 점 중 300 점 다양감정표현에서는
406 점이 나타났다. 폐쇄형 부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것이냐는 질문에 ‘누른다’ 58 명(44.3%) ‘누르지
않는다’ 73 명 (55.7%)으로 나타났다. 좋아요의 방법
에서는 ‘단일화’ 47 명(35.8%) ‘다양화’ 84 명(64.1%)로
나타났다. 단일감정표현의 만족도 점수에서는 655 점 중
275 점 다양감정표현에서는 343 점이 나타났다.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577, p<.000).
피드 폐쇄형 긍정게시물에서는 ‘좋아요’ 방법의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SNS 의 유형에서 나타나는데
폐쇄형 SNS 는 개방형 SNS 보다 소통 중심의 성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게시자에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더욱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의

단일표현방법보다

다양표현방법이

더

만족스럽다고 나타났다.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의 Cronbach's α

[가설 4] ‘피드 개방형 SNS 에서 부정 게시물 속 ‘좋아요’

계수가 0.6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834, p<.000).

4.2 본 조사결과
[가설 1] ‘피드 개방형 SNS 에서 긍정 게시물 속 ‘좋아요’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454, p>.650)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4 는 앞선 가설 2 에서 답변했던 응답과 상응했다.
피드 폐쇄형 SNS 의 특성상 게시자와 더욱 가까운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하기를

원했고,

부정적인 게시물에 ‘좋아요’의 단일표현방법보다는
다양표현방법에 만족했다. 한 응답자는 "인스타그램은

피드 개방형 SNS 에서 긍정 단일/다양 만족도에 차이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팔로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개방형 SNS 의 특성상 정보의

‘좋아요’를 누를 때 아무래도 페이스북보다 신중하고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만

‘좋아요’는 누르는 것 이외에도 댓글도 활발하게

즐기는 과정에서 마무리되었다. 또한, 가설 기각 이유를

사용한다." 이는 현재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이외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한 만족도 및 만족 이유를

다양한 감정표현이 없어 구체적인 감정표현을 댓글을

토대로 살펴볼 때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잘 누르지

통해 작성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않는다.

그냥

빠르게

재미있는

게시물을

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다양한 감정표현이

5. 결론 및 제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 “’좋아요’로 충분히

본 연구에서는 SNS 의 유형 중 정보 공유 특성을 가진

만족한다.”

개방형 SNS 페이스북과 소통 중심 특성을 가진 폐쇄형

“다양한

감정표현도

있으면

사용할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물에 성격(긍정,부정)과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가설 2] ‘피드 개방형 SNS 에서 부정 게시물 속 ‘좋아요’
단일형/다양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7.536, p<.000).

‘좋아요’의 방법(단일,다양)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자들은 SNS 유형에 관계없이 부정
게시물일 경우, ‘좋아요’ 단일감정표현에 만족하지

가설 2 의 경우 가설 1 과 다른 변수는 '부정'게시물에

않았고, 긍정게시물일 경우, ‘좋아요’의 단일 표현방법은

있다. 부정게시물의 경우 '좋아요' 표현이 애초에 가진

대체로 만족하지만, 폐쇄형일 경우, 더 다양한 감정

긍정적인 의미가 사용자가 느끼고 전달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참여한 주된 설문

감정과 충돌했다.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게시물에

응답자는 주 이용자층인 20-30 대만을 연구 대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거북하다.", "'좋아요' 버튼이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좋아서 누른 게 아닌데 게시자에게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의 사용 목적이 다를 수

오해를 가져올까 봐누르지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있으며, 게시물의 이미지나 텍스트의 성격, 게시자와의

기초분석결과에서 나온 값처럼 피드 개방형 부정

관계 등에 따라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게시물에 '다양화'를 선택한 답변자가 98 명 (74.8%)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 점들은 SNS

나타난 결과와 상응하는 답변이다.

사용자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SNS 개발
과정에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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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차세대 SNS 의 방향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4. 박종철, 정남호, 구철모,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것으로 기대한다.

유형에 따른 이용동기-혜택’ 간의 관 계 고찰,
소비문화연구, 제16권, 제 2호 (2013),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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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Areum Kim

정정현
Jeong-Hyun Jeong

유승호
Seoung-Ho Ryu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owthyselff@naver.com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Ysjs123@naver.com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hryu@kangwon.ac.kr

흥행을 기록했다. '마음 편히 플레이할 수 있는 힐링
게임'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출시
1 년이 넘은 2017 년 8 월 기준 누적 2 천만 다운로드,
일 이용자 수 83 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요약문
본 연구는 2016 년에 출시된 모바일 힐링 게임
어비스리움을 연구소재로 삼아, 게임사가 취하고
있는 콘텐츠 기획 의도를 문화자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힐링 게임 장르의 특성상 게임 내
아이템 수집은 핵심 게임 플레이 요소에 속한다.
어비스리움의 경우 게임 내 등장하는 수십 가지
종류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물고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 방법에는 기본적인 게임 내 자원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어비스리움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혹은 특정

힐링 게임은 단순한 게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장르적 특성상 게임 콘텐츠의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어비스리움의 경우는 이러한 장르적 한계를
딛고 지금까지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비스리움의 게임 콘텐츠를
분석하여 게임의 지속성을 위한 요소로써 아이템
수집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부르디외의

조건에 한해 얻을 수 있는 희귀 물고기가 존재한다.
분석 결과 어비스리움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은
게임 내 문화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희귀 물고기
수집을 통해 다른 유저와 자신의 등급을 차별화하고
있었다. 소유욕, 우월성을 바탕으로 어비스리움
유저들은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문화자본’ 개념과 연관 지어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 내 아이템 수집이라는
콘텐츠가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몰입 및
지속성에
미치는
특정
요소를
확인하고자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적으로,
어비스리움의 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저들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현상에 대한 해석적인 분석을 위해 실제
어비스리움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본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어비스리움, 문화자본, 수집 아이템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장르가 대폭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의 소재가
되는 ‘힐링 게임’이 그 중 하나이다. ‘힐링 게임’은
편안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채로운
색감의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으며 조작법이 간단해서

2. 이론적 배경
2.1 게임과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은 부르디외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다. 문화자본은 크게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수되는
몸짓,
억양등과
같은
‘체화된
상태(embodied state)의 문화자본’, 도서나 그림
형태로 존재하는 ‘객관화된 상태(objectified state)의
문화자본’,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는 자질을

사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요하지 않는 게임장르이다.
이러한 게임들은 주로 무언가를 경작하거나, 특정
동물을 키워 보상으로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 할 수
있는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모바일 힐링게임
어비스리움 은 출시 첫 주 애플 앱스토어 게임 부문
1 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상위권에 머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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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어비스리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크게
일반 물고기, 합성 물고기, 패키지 물고기, 이벤트
물고기, 확장 지형 꾸미기 아이템으로 나뉜다. 일반
물고기는 탭으로 얻는 생명력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합성 물고기는 ‘농장’에서 채취한 미역, 조개, 성게
등으로 합성할 수 있다. 패키지 물고기는 현금 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벤트 물고기는 특정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이벤트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물고기다. 이벤트 기간을 놓쳤을 경우 ‘행운의 조개’
스핀을 돌려서 확률적으로 예전 이벤트 물고기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컬렉션과 일일 미션 완료를
통해 주어지는 진주를 이용해서 ‘확장’ 기능으로
산호석을 개성 있게 꾸밀 수도 있다.

이렇듯 문화자본은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문화자본 개념의 핵심은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적 요소를 인지하고 또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정도”라고 할 수 있다[2].
문화자본은 다시 말해 문화적 취향의 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부르디외가 말하는 사회란,
경쟁의 목표물(stake)과 지배의 틀(scheme of
domination),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받는 관념
등이 존재하여 그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이 벌어지는 장(불어로는 champ,
영어로는 field)이다[3].
이러한 사회 공간 속에서 문화자본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 및 세습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에 고급의 문화적 취향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계층을 구별 지을 수 있는 경계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써 타인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소유여부는 집단 간 문화적
취향의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 분석
3.1 우월성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물고기로 대표되는 문화자본의
빈부격차에 의해 유저 간 차별이 생기기도 한다.
다수의 유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희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다. 그로 인해 다른 유저들보다 많은 물고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희귀한 물고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월감을 불러일으켰다.

부르디외의 이러한 논의들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게임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논의 가능하다.
가상세계를 무대로 하는 네트워크게임을 플레이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사회적 경험과 수많은
사회적 사회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4].

“한때 기간 한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도우미 해달’이
있었는데, 그 때는 구매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른
유저들이 자랑하는 걸 보니 너무 부러웠다. 역시 고민하지
말고 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이버 카페 E 님-

어비스리움은 게임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셜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 외부 커뮤니티나 SNS 를 통해
자신의 게임 환경을 자랑하는 등의 유저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어비스리움 역시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부르디외가 말한 문화자본의 우월성, 계승성에 대한

“가을 이벤트를 놓쳐서 너무 아쉽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사진을 볼 때마다 배가 아프다. 1 년을 또 기다려야 그
물고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슬프다.” 어비스리움 커뮤니티 T 님-

게임 내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님에도 유저 간
은근한 경쟁이 일어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5][6].
2.2 어비스리움의 수집아이템

“어비스리움을 하는 다른 회사 동료들은 모두 이벤트
초반에 ‘청새치’를 잡았는데, 나만 잡지 못해서 슬펐다.
며칠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도록 게임 화면만 쳐다본
결과 결국 청새치를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를 뻔 했다.” -네이버 블로그 R 님-

앞서 논의 했듯이, 장르에 상관없이 최근 출시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게임들은 이러한 문화자본 개념을
압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업적, 희귀 아이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집품들은 단기간 게임플레이로는 얻어질 수 없으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문화자본의
개념이
타인과의
차별성, 소속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발생시키듯이 게임
내 업적과 희귀 아이템들 역시 가상사회에서

간단한 인터뷰 결과 유저들은 희귀 물고기를 얻으면
SNS 와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뿌듯함과
우월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희귀 물고기를
소유하고 있는 유저들로 대표되는 어비스리움 사회

문화자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문화적 엘리트 집단은 희귀 물고기의 유무로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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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회적 지위를 구별 짓고 있었다. 이로써 그들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공고화시켜
어비스리움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7].

해골 돌고래

도그페이스

할로윈 기간

스푸키피쉬 2, 미역

한정(조건 없음)

100

호박사진 3 회 촬영

마녀 블롭피쉬 2,

푸퍼
덤보 문어

3 회 공유

광고 보고 캔디 얻기
10 회

(할로윈타운

조개

50,

돌고래:

앞서 말했듯이 2016 년과 2017 년 할로윈 이벤트
아이템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2017 년에 새롭게 추가된 물고기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년에만 얻을 수 있었던 아이템들을
얻고 싶어하는 유저들도 있었다.

“이번 할로윈 테마보다 저번 할로윈 테마가 훨씬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저번 할로윈 테마도 구매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비스리움 커뮤니티 H 님-

위에서 말하는 ‘테마’란 산호석과 산호 주위의 배경
색, 하늘 색, 전체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다. 특정 테마는 이벤트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서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얻지 못한다.
2017 년에 작년과 다른 새 테마를 출시했다는 것은
기존 할로윈 테마의 문화자본적 가치를 지켜줌과
동시에 또 다른 문화자본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콘텐츠의 지속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스푸키해파리 2,

3.3 문화자본과 게임 밸런싱(balancing): ‘컬렉션’
시스템

미역 200, 조개 20,
성게 10

초롱아귀

250,

“2016 년 할로윈 이벤트를 놓쳤던 나 같은 유저에게는 이번
2017 할로윈 이벤트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물고기 합성
재료가 전보다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행운의 조개 스핀
외의 방법으로 다시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어비스리움
커뮤니티 J 님-

미역 150, 조개 15
도그페이스푸퍼 사진

성게 20

문화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2016 년보다 얻기 어려워진 이벤트 물고기에
대한 신규 유저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작년에 놓쳤던 이벤트를 즐길 기회를 다시금 얻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게임을 계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 희귀물고기 수집에 필요한 재료의 변화

유령 물고기

미역

이벤트 물고기 5 마리

이로써 2016 년 할로윈 이벤트 물고기는 기존
유저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을 부과하면서
어비스리움 유저 집단이 계승하는 ‘궁극적 가치’로
작용하게 된다[8]. 이는 기존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2017 년 할로윈 데이를 맞아 어비스리움은 2016 년과
마찬가지로 할로윈 이벤트를 시작했다. 2017 할로윈
이벤트에는 기존의 2016 할로윈 이벤트 물고기
일부와 2017 년에 추가된 새로운 물고기들을 얻을 수
있었다. 새로 출시된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모든
유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016 년에 나왔던 물고기들을 다시
출시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일한 물고기에 대해 2017 년에는
2016 년보다 훨씬 많은 게임 내 재화를 들여야 얻을
수 있게 했다. 아래 표는 2016 년, 2017 년에
동일하게 출시된 몇 개의 물고기들을 해금(解禁)하는
법을 정리한 것이다.

2017

(해골 거북이: 할로윈

할로윈 이벤트 물고기
40 마리 필요)

3.2 문화자본 가치의 계승성

2016

할로윈타운 돌고래 2,

필요)

또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새로운 물고기를 계속 기다리며 희귀 물고기를
축적해 가는 기쁨이 크다” “라는 답변이 많았다.
과거에는 한 이벤트가 끝난 후 다른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아무 이벤트도 진행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했는데, 가장 최근의 세 가지 이벤트(가을
이벤트-할로윈 이벤트-크리스마스 이벤트)는 간격이
거의 없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물고기를
생산해 자랑하는 유저들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 전략을 쓰는 것은
문화자본 측면에 입각한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물고기 종류

해골 거북이 3

뱀파이어 초롱아귀 2,

어비스리움에는 ‘컬렉션’시스템이 존재한다 ‘컬렉션’

미역 200, 조개 20,

시스템이란 특정 물고기들을 모아 하나의 물고기
모음(collection)을 완성하면 다량의 진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얻은 진주로 수족관을

성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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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은 컬렉션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용하여 게임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는 밸런스
디자인이라 해석 할 수 있다.

컬렉션을 모으기 위해서 특정 물고기를 생산하면,
아래 표에 따라 새로운 물고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하지만 게임 초창기에는
컬렉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은
물고기 생산 비용이 몇 배나 늘어난 상태에서
컬렉션에 필요한 물고기들을 생산해야 한다.

4. 결론
사례분석 결과, 어비스리움은 문화자본의 특성을
반영한 희소가치 있는 여러 수집아이템을 이용해
단조로울 수 있는 게임 콘텐츠를 보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수집 시스템은 유저들간 게임
내 사회적 위치를 구별 짓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 플레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희귀가치를 지닌 물고기 수집 이벤트를 열되 그
가치에 대한 노력의 차이를 두어 기존 유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의 가치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표 2. 물고기 생산 비용 증가율

물고기 생산 횟수

비용 증가 배율

1~2

5배

3

53.24 배

4~9

11 배

10~59

7배

60~69

6배

70~80

5배

81~

3.5 배

한편 게임사가 설정해놓은 레벨디자인 밸런싱에
있어서 고가치 문화자본을 지니고 있는 유저들은
아이템 추가 수집에 있어 자신들의 불리함 속에서도
자신들을 타 유저와 구별 짓고자 희귀 아이템을 얻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신규 유저를 위해 이 영역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기
유저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게임의
부족한 콘텐츠를 유저들간의 게임이용전반에 관한
심리적 요인으로 보완하고 있었다.

“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창조하는 것도 힘겨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생산해 놓았다. 하지만 신규 유저들은 어떤
물고기를 뽑아야 빠르게 레벨을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올드 유저가 불리하다. ” -어비스리움
커뮤니티 R 님-

어비스리움과 같은 힐링 게임은 단순 명료한
게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장르적 특성상 게임
콘텐츠의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어비스리움’의
아이템 수집 특히, 문화자본으로 볼 수 있는
희귀물고기 획득을 둘러싼 유저들의 욕망과
경쟁행위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게임 콘텐츠로
작동하여 게임의 지속성을 확보해주었다. 실제사회,

유저들이 ‘컬렉션’ 시스템 업데이트 이전에 이미
수많은 물고기를 생산해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희귀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량의 물고기’도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컬렉션’ 시스템을 놓고 보자면
장기 유저들(많은 물고기 보유)이 신규 유저(비교적
적은 물고기 보유)에 비해 물고기 수집에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가상사회를 막론하고 문화자본 개념은 특정공간 혹은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에
원동력이 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분석을 한다면 게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용적이고 유익한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비스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게임레벨디자인과
밸런스 기획은 이미 고가치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장기유저들에게 게임이용전반에 있어 더 많은
게임 콘텐츠를 –시간소비 혹은 현금결제유도소모하게 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으며, 신규
유저에게는 장기 유저들이 속한 장(field)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그 속에서 경쟁을 유도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어비스리움 사회 내
장기 유저들은 자신의 우월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게임 유저들간의 경쟁, 인정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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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overs and characterizes research thematic
areas connecting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over the
last 28 years (1990-2017-July). 4771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computers in human behavior
and indexed in Web of Science were retrieved and included
in analysis. Analysis was made for the periods of 1990-2003,
2004-2010 and 2011-2017. We applied graph theory and
bibliometric analysis methods for thematic discovery and
characterization of research thematic areas over these
periods. Author Defined Keywords were used as unit
(concept) of analysis and their co-occurrences form a
network metrics. Simple center clustering method is applied
to cluster ADKs’ network to themes. Themes of research
grew from three in the period of 1990-2003 to eleven in
2004-2010 and 34 in 2011-2017. We also discovered
conceptual stability and thematic dynamism over the
periods to show the paradigm shifts in the emphasis of
research themes. We could successfully discover and
characterized research thematic areas in this domain, which
revolve around how elements of human behavior affect
technology perception, adoption, acceptance, interaction
and use. The role of technology in changing human
behavior, and consequential impacts on individual and
social well-being were also among the themes discovered.

Keyword
Computing, Human Behavior, Thematic Discovery
Graph Theory, Bibliometric, Knowledge Structure

1. Introduction
Background
These days computing devices are ubiquitous and
pervasive in every walk of life of human being [1],
[2].The computing devices and service platforms take
a form of personal computers, smartphones, the
Internet, web, social media, mobile applications,
digital assistants, wearables,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computing, etc. [1], [2]. There are lots of
application areas of computing syste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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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S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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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s for human users [3]. The areas of
applications include communication, business,
healthcare, education, entertainment, military,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energy
saving and research [4], [5], [6], [7], [8], [9].
Human behavior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human
life, which is relevant to computing field of study in
the digital age [4]. Innovative interactive systems
flourishing these days are to be used by humans. As
such, their adoption, acceptance, interaction with,
usage and resulting experiences are affected by and/or
affects human behavior [10]. The use of those devices
and applications also affects human behavior and
wellbeing [3]. There is also a notion that asserts
benefits that computing or digital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provide to human beings are not intrinsic
within themselves but lay within the way we use them
in our everyday life [11]. This is to say that the effect
of use of digital technologies can be good or bad based
on the way people use it from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at also extends to ethics of technology use [12].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n effort to make
digital interactive systems more human behavior
aware or context-aware or adaptive to promote
better user experienc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11], [12].
Therefore, human behavior has been important
subject of study related to computing systems (digital
technologies) since people began using computing
devices and systems as a tool to solve their problems
pertaining to information processing, sharing, storag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11],[13].
As a result of this, many research works have been
conducted at the intersection of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and their volumes are increasing over
time [14]. Therefore; this paper is proposed a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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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nd bibliometric analysis based thematic
discovery connecting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over the last 28 years.
Motivation
We believe that careful revisiting of the research
themes connecting computing applications and
human behavior from large publication base would
have tremendous importance for the community of
scholars and practice to understand its past and
current status. It helps to make informed future
research plan in terms of thematic areas. The necessity
is the increasing need to drive new knowledge from
existing publication big data and the nature of selected
domain [34], [44], [45]. The opportunities are
availability of big publication data accessible for
research purposes [15] and the emergence of new
meta-analysis tools, techniques and strategies to
extract new knowledge from the existing knowledge
from is meta data [16], [17], [18].
Research Questions
The main research questions include:
1. What are the themes and their evolution
patterns over time?
2. What is the level of conceptual (ADKs)
overlap?
3. How the discovered themes are classified
based on their level of centrality and density?
Significance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further understanding in
the thematic research areas of the domain and help
direct the effort, energy and money to the right
direction. This intern helps the future research
outcomes to be well targeted and contribute to the
human well-being, addressing the timely and right
research problems. Moreover, it helps to understand
paradigm shifts over periods.

2. Related Works
There were research efforts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two interesting fields: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motivations in technology use, identity
construction on social media, digital empowerment
and support groups in social network sites were

among addressed issues [19], [20], and [21]. The
issues of flow, behavioral intentions, and network
neutrality, motivation theory, quality of servic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loyalty and trust
related to mobile banking and social media use were
also investigated [22], [23], [24], [25]. Problematic
internet use, cyberbullying and their consequences
were studied using cognitive behavioral models [26],
[27], [28]. Pitfalls in social interactions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s,
cognitive skills, group learning, efficacy of individual
and group learning,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addressed in [29], [30], and [31]. Issues related to
cognitive load, multitasking, social media use vs
academic performance, media induced task switching
while studying, too much social media vs attentive
reading (work), use of social media and personality
were also studied well [32], [33], [34].
There are related works by many researchers using
similar methods in related and other field of studies.
Fields whose knowledge structures were studied using
similar methods include: Biology [35], Chemistry [3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 Healthcare [38]
Information Management [39], Software Engineering
[40], Knowledge Based systems [45], and Human
Computer Interaction/User Experience [41], [42], [14]

3. Methods
Data
Source is web of Science. Journal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4771 papers’ full bibliographic
data is retrieved in plain text format in the timeframe
of 1990-2017-July-31. The journal is found to be at
center of citation network papers dealing humans,
computing and behavior research areas in the context
of HCI/UX [14]. The distribution of data is presented
in Table 1.
Visualization and Analysis Methods
The time frame is partitioned into three time intervals;
namely 1990-2003, 2004, 2010, 2011-2017. The
reason to give 14, 7, 7 years interval for three periods
is to give more time interval for early balanced
evolution patterns. The unit (concept) of analysis is
Author Defined Keyword (ADK). ADKs cooccurrence in different papers forms 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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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s (edges). The ADKs network is clustered using
simple center algorithm for its potential to catch low
frequency but meaning co-occurrences among ADKs
[16]. The discovered clusters are considered themes.
Themes are characterized by graph propertiescentrality (measures the inter-thematic interactions)
and density (measures intra-thematic cohesion or
development) [16], [44], [45]. The bibliometric
performance of each themes was calculated [16], [42].
Level of centrality and density (0-1) are used to
classify the discovered themes into different quadrants
of Strategic Diagram for each time interval. The
themes in the strategic diagram are labeled by the
central ADK in the cluster network. The evolution
patterns based on ADKs overlap can be interpreted as
in Figure 1.

4. Results
The statistical summaries of authors, papers and
ADKs in the three periods of analysis is presented in
Table 1. All the three attributes showed a considerable
increase over the three periods of analysis at the
intersection of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Table 1. Statistical Summaries of the general trends
No. Keywords

No. of

No. of

Authors

papers

Before
preprocessing.

After
Preprocessing

1990-2003

989

507

1308

171

2004-2010

1906

864

3741

393

7517

3400

11980

513

10412

4771

17029

1077

Periods

2011-2017
Total

This overlap with the beginning of major social media
platforms, smartphones, and cloud computing and
other digital services.

Figure 1: Method to Interpret Evolution Patterns (C-1 to
C-8 are clusters belonging to the three time intervals, solid
lines show persistence of themes over periods, broken lines
shows sharing of none central ADKs).
The strategic diagram can be interpreted as in Figure 1.

Figure 3: Evolution Patterns of themes over periods in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Figure 2. Structure of Strategic Diagram to classify themes
based on centrality (X-axis) and density (Y-axis) in a range
[0-1] or [low –high]. Quadrant-1 (h, h)-core themes.
Quadrant 2 (l, h)-peripheral themes, Quadrant 3 (l, l)emerging/declining themes and Quadrant 4 (h, l)-Basic
themes. Values in bracket shows level of (centrality, density)
where h is high and l is low.

In evolution map in Figure 3, we discovered 3 themes
for the period 1990-2003, 11 themes for the period
2004-2010 and 34 themes for the period of 20112017. The evolution links of the themes of different
periods got complex and diversification is huge over
the three periods. All three thematic areas discovered
during 1990-2003 doesn’t pass to the next period by
their name (100%) change in themes name. Only three
themes from the period 2004-2010 has pass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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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name to the period 2011-2017, which means
88% of themes were new.

Difference as the basic theme and we have no
emerging or declining theme during this period.

Stability of the concepts (ADKs) increased from 39%
between 1990-2003 and 2004-2010 to 74% between
2004-2010 and 2011-2017(see Figure 4). This shows
that the central ADKs used as name of theme changes
from period to period in the thematic network though
there is an increase in ADKs period overlap.
This clearly indicates the dynamism or paradigm shift
at the level of themes of research in the domain
connecting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Themes
Computers,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Gender difference are at the root of evolution of all
themes in the latter two periods.

Figure 4: ADKs time Overlap in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over the three time intervals (it increased over time)

During 2004-2010 and 2011-2017, this research area
has gotten increasing and almost evenly distributed
themes in every quadrants of the strategic diagram
This shows the establishment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is domain on strong basis over periods. The
details of the discovered themes with their centrality,
density, number of articles, citation and h-index are
summarized and presented for each period of analysis
in Table 2.

In the strategic diagram of knowledge structure,
connects computing and human behavior in Figure 5,
we see the growth and dynamics in the role of
thematic areas discovered in each period analysis.
During 1990-2003, we have Computers thematic area
as core, Human Computer Interaction as peripheral
to the entire knowledge landscape and Gender
Table 2. Summary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Discovered Thematic Areas
Periods
1990-2003

2004-2010

2011-2017

Theme
Count
3

Themes Name (Centrality, Density, Number of Papers, Citation, h-index)
Computers (1, 0.66,79,3652,29), Gender Difference (0.67,1,23,1650,17), Human Computer
Interaction (0.33,0.33,15,291,10)

11

Knowledge Management(1,0.73, 11, 184,8), Older Adults(0.91, 0.36, 37, 2721,27), Scripts(0.83,
1,25, 810, 17), Anxiety (0.73, 0.82, 53, 2351,23), Problem Solving (0.64, 0.18, 121,3505, 36),
Internet (0.55,0.09,167, 6845, 44),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0.45, 0.55, 98, 4329, 34),
Virtual Reality (0.36,0.45,99, 3882,35), Attitudes (0.27,0.91,76, 27), Motivation (0.18,0.64, 78,
2721, 27), Avatar (0.09,0.27,11,184, 8)

34

Emotion (1,0.06,452,4473,31), Information Technology (0.97, 0.79, 237, 1906, 24), Motivation
(094, 0.12, 382, 4730,31), Individual Difference (0.91,0.56,141,1636, 21), Children
(0.88,091,79,698,14), Attention (0.85,0.97,101,816,14), Self-Efficacy (0.82,0.44, 121,925,17),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0.79,0.29, 174, 1724,22), Online Communities (0.76,0.15,
147,1370,19), Twitter (0.74,0.71,188,1753, 21), Avatar (0.71,0.68, 201,1743,21), Internet
(0.68,0.26,231,2440,24), Online Games (0.65,0.82,131,1084,18), Engagement
(0.62,047,115,1020,15,0), Learning (0.59,0.24,95,68,12), Information Processing
(0.56,0.88,174,1617,21), Cognitive Load (0.53,0.41,190,1451,18), User Experience
(0.5,0.65,120,870,14), Trust (0.47,0.32,191,1543,20), Mental Health (0.44,0.5,153,1356,17), Age
Difference (0.41,0.35,206,1807,22), Depression (0.38,0.76,233,2027,22), Social Media
(0.35,0.03,503,6123,37), TAM(0.32,0.21, 208,1828,24),Narcissism (0.29,0.74,146,22),
Collaborative Leering (0.26,0.53,118,1022,15),Media in Education (0.24,0.94, 33, 291,10),
Trustworthiness(0.21,0.85, 14,96,7), Working Memory(0.18, 0.62, 11,123,6),Personalization(0.15,
0.38,15,104,4), Innovation(0.12, 0.18,18,82,5),Higher Education(0.09,0.09,31,255,9),
Disclosure(0.06,0.59,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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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lassification of Themes Discovered During each Period using Strategic Diagram labeled by central ADK in each
cluster: computer was core in the early period, both technical and behavioral themes took core places over periods. Themes
increased and balanced in each role over periods. Themes role changes over time e.g. Motivation and CMC were core in the
time interval 2004-2010 while they changed to basic into basic themes in the period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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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Cassell, Jackson, & Cheuvront, 2010)의
요인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입전문정보포털 어디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만족에 어떤 식으로 기여 하는지, TAM
모델을 확장,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입전문정보포털 웹사이트에 대하여, 상호작용성
하위요인인 제어성, 반응성, 개인화를 TAM
모델에 적용, 단순매개, 이중매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실제
이용자인
고등학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이용자
경험구조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등학교 3 곳 126 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제공된 전산실에서 동일한 TASK 를
경험한 후 경험측정을 하였으며, Andrew F.
Hayes 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SPSS 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6 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웹사이트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이용만족과의 관계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매개효과를 보이지만,
상호작용성 하위요인으로 분리, 분석에서는
개인화 요인만이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에
의하여 단순매개, 이중매개 됨을 확인하였다.

1.2 대입 전문정보포털 웹사이트 어디가
정부는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괴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종전의 점수
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선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 도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후,
지원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능력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개발되면서 전체적인 대입전형은
기존의 대입전형보다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되었다(양성관 외, 2011). 일반전형에서
주요 전형요소와 보조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지나치게 다양화 하였으며, 특별전형에서 유사한
전형을 조금씩 다른 전형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형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김수경 외, 2011, 정광희 외, 2011).
2011 학년도 대입전형의 종류는 3,790 개,
2013 학년도는 3,186 개에 달한다(한국대학신문,
2012.9.25). 주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하면
전형유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 면접 중심
전형, 논술 중심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전형, 실기중심 전형, 입학사정관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형명칭의 차이나 전형요소
반영비율의 사소한 차이를 모두 고려할 때 전형
수가 3,000 개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박병영,
2013).

주제어
전문정보포털, 웹사이트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
제어성, 반응성, 개인화

1. 서 론
1.1 전자정부의 정보포털
전자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수
많은 공공정보가 웹포털사이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Ahlawat,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증대가 이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Verdegem and Verleye, 2009; Weerakkody et
al., 2011). 물론 정부는 이용만족을 위한 검증과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Beelanger & Carter,
2012).
검증
방법이
대부분
기능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평가(이주호, 1999; 김관규,
2000; 변동건외, 2001; Cyberspace Policy
Research Group, 2005; 유현재외, 2011;
강경수외, 2015),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Alesander and
Tate, 1999, Cullen and Houghton, 2000)가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경험측정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Macias & McMillan,

이에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마다 다양하게
변하는 대학별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 웹사이트인 ‘어디가’를 2015 년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대학교육협회
회원인 모든 대학은 해당 대입정보포털 시스템에
직접 대학의 입학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입 준비생들은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학별
대입정보를 확인함은 물론, 전년도 대입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성적을 분석해 볼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대입을
위한 사교육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대입전문정보포털 웹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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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는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모니터링단,
교사자문단,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용역 등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는 금번(2017 년 9 월)에 보고된 어디가
이용자들의 웹사이트에 기대하는 이용경험가치에
대해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였다.

나의 관심정보만 보고 싶다” 등의 기대경험가치로
구분되었다. 이는 정보수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상황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로그인
후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기록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하여, 재방문 할수록
복잡한 탐색의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는 개인화를
권장하고 있다. 상호작용성의 하위 속성으로
분류되는 개인화는 개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제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Dholakia et al., 2000). 이는
모든 고객에게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던
매스미디어와는 개별 고객에게 특화된 조건으로
재 가공된 서비스, 메시지, 이동경로, 인터페이스
등이 제공됨을 의미한다(Dholakia et al., 2000;
Wu, 2000; 이태민, 2004).

<제어성>
어디가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조작의 어려움,
성적분석 등 시뮬레이터 이용법 등 조작의 어려움
등 조작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나의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 정보를 찾고 싶다”, “나에게 맞는 정보
위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대학을
지역별로 정렬하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은,
정보수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상황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으로 해석하였다.
상호작용성의 속성 중 하나인 제어성 이란,
참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데로 콘텐츠, 형식, 순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Dholakia et al., 2000; Liu and Shrum,
2002; Wu, 2000). 웹사이트 정보를 탐색하는데
제어성은 이용자에게 이용에 대한 능동성을
부여하는 등의 이용동기를 생성시키게 된다
(이용기 등, 2005).

기타 기능적, 디자인적 요구사항은 제작 시 디자인
등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분류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인간-메시지
상호작용은
가상현실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특징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Hoffman &
Novak, 1996),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이트
이용자가 사이트에 구축된 정보 등의 가상적 환경
등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전통적 미디어의 경우
이용자는 메시지에 관한 많은 선택대안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웹환경인 경우 많은 선택대안과 메시지에
통제수준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매개된 메시지의
형태와
컨텐츠를
탐색,
편집,
수정이
가능하다(Ariely, 2000, Steuer, 1992). 즉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따라
메시지를 선택 편집하거나 형태 및 색깔 등을 변형
즉 제어하는 것으로 이용자에 의한 맞춤화 이다
(Downes & McMillian, 2000; Cho & Leckenby,
1999).

<반응성>
다양하고 깊은 정보이용은 물론 각종 분석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 지시 피드백에 대한
기대경험이 파악되었다. “내가 요청한 정보가 바로
제시되어야 한다”, “나의 이용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용 단계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 내용은
이용자들이 어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탐색의 정교화를 위한 기능, 다음 단계로의
이동경로가 지금까지 탐색한 정보의 이어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경험가치 등이다.
상호작용성 속성 중 하나로 반응성이 있는데,
반응성이란 시스템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이용자가 영향 받는 정도(Alba et al., 1997),
이용자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태민, 2004; Ha
and James, 1998)이다. 시간적인 빠른 반응은
메시지에 대한 빠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Yin, 2002).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우(Wu, 2000, 2006)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그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웹상에서
구현되는 실제적/객관적 상호작용성과 소비자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인지된/주관적
상호작용성으로 구분하고, 인지된 상호작용성을
개인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제한다고 느끼는 정도,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의
개인화
정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반응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용자에 의한 제어성, 반응성, 개인화의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전술된
어디가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경험 조사에서도
도출된 항목으로, 상호작용성에 대한 해당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으로 추후 웹사이트 개선에

<개인화>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정보 이어야 한다”,
나에게 맞는 대입정보를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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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질적인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연결된

것을

어렵다(Galletta and Lederer, 1989).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성과 측정은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사용자 만족과
시스템 사용 같은 인간적 효과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의 효과 측정을
위한 계량화는 더 복잡해서 주로 인간적 효과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에 이용자 측면에서 평가하는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용만족, 이용가치로
수렴되는
연구가
일반적이다(Baroudi
and
Orlikowski, 1988; Doll and Torkzadeh, 1988;
Ein-Dor and Segev, 1978; Ginzberg, 1978;
Ives et al., 1983; Srinivasan, 1985). 즉,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에서 이용자 만족을
유용한 평가척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는 평가척도로 이용만족을 적용하였다.

2.2 TAM
정보기술수용모형(TAM)이
사용자의
지각된
신념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이용만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여부,
실제사용 등의 행동을 고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Koufaris & Hamptom,
2004).
Davis(1989)에
따르면
시스템의
수용(System Acceptance)이란 사용자의 사용
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시스템의 수용이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측정 하는 측정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조직에 어떠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이용자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사용하느냐는 해당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Evaluation
Index)로써
활용된다.
Davis(1989)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은 “잠재적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 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지각된 용이성은 “잠재적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수고가 적게 들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Davis, 1989), 구체적으로 배우기
쉬움, 이해하기 쉬움, 능숙해지기 쉬움, 이용하기
쉬움, 통제하기 쉬움, 유연한 기능제공으로
해석하였다(Davis, 1986)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대입정보포탈에 대한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연구모형 1>

이런 TAM 은 인터넷기술의 확산으로 정보습득의
주요 기술로 자리매김 하면서, 웹사이트에서도
TAM 이 검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French,
1989; Teo et al, 1999; Leader et al., 2000; Lin
et al, 2000; Moon & Kim, 2001; Teo et al,
1999), 공공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시행자의 시스템 수용도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Hung,
et al., 2005; Wu & Chen, 2005; Hussein, et al.,
2010; Carter & Belanger, 2005; 김경규 외,
2010; 김용영･양희동･안중호, 2007; Goodhue &
Thompson, 1995).

연구문제 1. 상호작용과 이용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상호작용과 이용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모형 2>

한편,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구전을
하며,
높은
재구매의도와
충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심재희, 2011).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IS 분야에서 만족은 사용의도(intention
to use) 및 충성도(loyalty)와 유사한 맥락으로
측정되고 있다(Cyr, Head, Ivanorv 2009; Zhou
and Lu 2011; 엄명용 2011). Galletta 와
Lederer(1989)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위한 측정 요소들은 계량화가 어려우며, 성과가
무형적인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분리가

연구문제 3. 상호작용이 하위요인으로 분리된
각각의 속성과 이용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4. 상호작용이 하위요인으로 분리된
각각의 속성과 이용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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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1 검증결과>

4. 연구방법 및 검증
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7 년 7 월 16 일부터 2 주간
서울지역 고등학교 2 곳, 울산지역 고등학교
1 곳을 대상으로 총 136 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거나 결측치를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한 126 개의 자료가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연구모형 2 검증결과>

연구모형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입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도출된 모든
측정항목은 (1)강한 긍정에서부터 (7)강한 긍정에
걸치 7 점 리커트(7-point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격 실험에 앞서 고등학교
교사출신의 검토팀에 의해 설문항목의 타당성,
정확성,
어법
등을
확인하여
설문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측정항목 및 신뢰도는 제어성 문항수 4,
신뢰도 .881, 반응성 문항수 3, 신뢰도 .878,
개인화 문항수 4, 신뢰도 .931 등 모두 신뢰도
>.87 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상호작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과 이용만족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가 상호작용성을 경험하고 이용에 대한
만족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구조적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성과 이용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상호작용성의 하위요인인
제어성, 반응성, 개인화로 분리하여 탐색한 경우
각각의 매개효과차이를 보인다. 제어성의 경우
이용만족과의 관계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이중매개에 의한 경로만이 유의미하였다.
반응성의 경우 이용만족과의 관계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의한 단순 매개효과 만을 보여주었다.
개인화의 경우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각각의 단순매개는 물론 이중매개에 대한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5. 결과
5.1 상관관계분석
상호작용성 요인들과 종속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5.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는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rew F. Hayes 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SPSS 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6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크로 프로세스는 단순 혹은
다중매개 모델의 직,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 (OLS) 혹은 최대우도추정법 (MLE)과
Newton-Raphson 방법 등을 기반으로 한
경로분석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이진(binary)변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하다(Hayes,
Matthes,
2009,
pp.9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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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이 정책 지원을 하는 등
미디어 스타트업 생태계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그러나 미디어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BM)을 만들고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흔히 뉴욕타임즈나 넷플릭스 등 해외 유수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콘텐트 개발 중심으로 현금흐름과 연계해 동적으로

미디어가

성과를

낸

BM

을

최대한

탐색해

도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 탄환 같은 BM 은 없다. 스타트업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삼각형(MBMT)을 제안한다. MBMT 는 콘텐트
개발비를 정삼각형의 면적으로, 저작권 매출, 광고

BM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

조직으로

수많은

비로

고난(hard thing)을 감내하면서 BM 을 끊임없이

나타낸다. MBMT 는 수많은 미디어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저작권 (변형) 모형, 광고 모형,

수정해 고유한 BM 을 만들어내야 한다[3][4]. 즉
모든 스타트업의 BM 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

부가서비스 모형, 광고 추가 모형, 부가서비스 추가

스타트업의 BM 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모형, 혼합 모형 등 6 개로 유형화해 시각화한다.
MBMT 는 매출-비용 격차 보완을 통해 BM 의 전환,

여기서는 미디어 스타트업의 수익원을 저작권료,
광고비, 부가사업 매출로 나누고, 이를 동적으로

매출,

부가서비스

매출의

비중을

높이의

유지, 확장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하는 BM 방법론으로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끝으로 가상 뉴스스타트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MBMT 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삼각형(media business model triangle, MBMT)을
제안한다. MBMT 는 동적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주제어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현금흐름을 반영한다.

미디어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콘텐트 개발,

또한 콘텐트 개발에 중심을 두고 BM 을 모델링하여
미디어 생산자에게 최적화돼 있다는 장점을 갖고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삼각형(MBMT), 매출-비용
격차 보완

있다.

2. 미디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1. 서 론

2.1 미디어 비즈니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5 위를
석권하고 2017 년 10 월 기준 기업가치 10 억 달러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콘텐트 생산, 콘텐트
유통, 광고 판매, 소비자 반응으로 구성된다[5].

이상의

수도

이러한 가치사슬을 고려한 미디어 BM 은 크게

200 개를 넘었다[1]. 이에 따라 미디어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모형, 광고 모형, 부가서비스 모형 등이 있다.
저작권 모형으로는 판매, 대여, 구독, 사용료, 면허료,

버즈피드(Buzzfeed),

진르터우탸오

수신료, 번들링 등이 있다[6][7]. 광고 모형은 콘텐트

(今日头条) 등 미디어 분야 유니콘도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뉴스 스타트업, MCN, 웹툰, 웹 소설,
웹드라마, 큐레이션 스타트업 등 다양한 미디어

공급자와 소비자, 광고주가 연계된 다면 시장
모형이다. 다면시장에서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2].
메디아티(Mediati)등 미디어 전문 엑셀러레이터나

콘텐트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적 가격
책정이 이뤄진다[7].
부가서비스 모형으로는

엠로보 등 언론사 사내 벤처 형태의 미디어 스타트업,

컨퍼런스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unicorn)

쿼츠(Quartz),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는 보조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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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미디어 스타트업에 적용하기 위한 BM 방법론은 다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단면
시장 모형이지만,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현금흐름과 연계돼야 한다. 둘째, BM 이 보다

다면 시장 모형이 될 수도 있다.

정량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셋째, 미디어 스타트업의

대표적이다.

특징인 콘텐트 개발 측면에서 BM 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간결하면서도 다양한 BM 을

2.2 미디어 스타트업
미디어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다. 미디어
스타트업은 혁신 창업가(entrepreneur)로서 자기

유형화하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로

인식을 바탕으로 고유 가치 제안(unique value

제안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콘텐트 개발 중심으로
비용과 매출 등 현금흐름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proposition)을 담은 BM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8].
미디어 스타트업은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BM 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BM 방법론으로서

product,

MVP)을

통해

고객

MBMT 를 제안할 것이다.

개발(customer

3.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삼각형

development)에 나서고 린 사고(lean thinking)에
기초한 애자일 개발(agile development)를 통해

3.1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간다[9][3]. 혁신 수용자와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매출은 간단하게 아래와

주류 시장 간의 대간극(chasm)을 넘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는 고난(hard thing) 끝에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구획하고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한계

매출=객단가 * 방문자 수 * 구매전환율

비용 제로(zero marginal cost) 상황을 만들어

시간 단위를 월간으로 하면, 객단가는 구독료를,

기하급수
성장(exponential
growth)을
달성한다[4][10][11][12].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방문자 수는 월 방문자 수와 구매전환율의 곱은 월
구독자 수를 뜻한다. 이에 따라 월 구독 매출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하고 지속가능

다음과 같다.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이룸으로써 사회를
혁신한다[13][14]. 특히 미디어 스타트업은 미디어

월 매출=월 구독료*월 구독자 수

상품으로서 콘텐트를 개발해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물론 매출은 구독 매출 외에, 광고 매출, 부가서비스

미디어 영역에서 뉴스, 예능, 교양, 홈쇼핑 등의
파괴적 혁신을 지향한다.

매출도 있으며, 구독 매출은 저작권 매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일단 모든 매출을 구독 매출로 환원한 뒤 이
매출을 다른 매출로 대체하는 식으로 생각하자.
편의상 모든 투자금은 BM 검증 전 일시적 비용에만
사용되고 기존 BM 을 유지하는 비용은 매출을 통해
충당되며, 콘텐트 생산 외의 비용은 없고, 모든

그림 1 미디어 스타트업의 수행

이윤은 콘텐트 생산에 재투자된다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2.3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과 한계

최소 목표 월 매출액=월 콘텐트 생산비

스타트업 BM 은 스타트업 수만큼 다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4][15][16][17][18][19]. 게다가 BM
혁신은 동종 산업은 물론 이종 산업의 BM 을 조합해

월 콘텐트 생산비는 다음과 같다.
월 콘텐트 생산비=건당 콘텐트 생산비

이뤄지기도 한다[18]. 또한 스타트업의 BM 은
가설로서

끊임없이

수정된다[3][9].

가정하자.

디자인

일 콘텐트 생산량 월 콘텐트 생산일

사고(design
thinking),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BMC) 등 널리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는 월 콘텐트 생산비를 월
구독료로 나눈 것이다.

활용되는 BM 방법론이나 BM 가설 평가를 위한
그로스
해킹(growth
hacking)의
혁신
회계(Innovation accounting) 역시 이러한 면을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월 콘텐트 생산비/월 구독료

반영해 간결하면서도 동적이며 확장 가능한 모델링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작권 매출 외의 매출을 늘려야
한다. 광고 매출이나 부가서비스 매출이 발생하면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를 줄이려면 비용을 줄이거나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18][19][20][21].

그만큼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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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의 공식은 다음과

모든

같이 변경된다.

부가서비스로 대체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생각한다면,
BM 은 크게 6 개 모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여섯

최소 목표 월 구독자 수=(월 목표 매출액-실제 부가
매출-실제 광고 매출)/월 구독료

매출을

구독

매출로

간주한

뒤

광고와

개 유형은 <그림 3>과 같은 MBMT 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저작권 변형 모형이다. 모든 매출은 구독
매출이거나 변형된 구독 매출, 즉 저작권 매출이다.

예를 들어 건당 콘텐트 생산비가 10 만원이고,
100 명이 하루에 1 개씩 하루에 총 100 건의 콘텐트를
생산하며, 한 달에 주말을 제외하고 20 일 간

둘째, 광고 추가 모형이다. 매출은 저작권 매출과
광고 매출로 구성된다. 셋째, 광고 모형이다. 저작권
매출이 완전히 광고 매출로 전환된 경우다. 넷째,

출판하는 가상 신문사 ‘P’를 생각해보자. 이 신문의 월
콘텐트 생산비 총액은 2 억원이고, 월 최소 목표
매출액 역시 2 억원이다. 월 구독료가 월

부가서비스 추가 모형이다. 매출은 저작권 매출과
부가서비스 매출로 이뤄진다. 다섯째, 부가서비스
모형이다. 저작권 매출 전체가 부가서비스 매출로

1 만원이라면, 최소 2 만명의 구독자를 모아야만 유지
가능하다. 이를 전액 광고로 대체한다고 하고
1 클릭당 2 원의 광고비가 발생한다고 하면, 월 1 억

추가된 경우다. 여섯째, 혼합 모형이다. 저작권 매출
중 일부가 광고 매출 및 부가서비스 매출로 추가된
경우이다.

클릭이 필요하다. 이는 콘텐트당 한달 평균 조회 수가
5 만회가 발생해야 한다. 또 1 일 평균 조회수는
340 만회 정도 돼야 한다. 부가서비스로 내부 강사를
이용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저작권 수입 전체를
대체한다면, 수강료가 회 당 20 만원이라고 할 때 월
1000 명의 유료 청중을 모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미디어에게는 콘텐트 유료화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는 구독으로는
2 만명만 모으면 되지만, 조회수로는 월 1 억 회, 한
사람이 평균 10 회 클릭한다고 가정하면 월 활성
사용자(MAU)가 1000 만명이나 필요하다.
3.2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삼각형
MBMT 는 콘텐트 개발 비용을 정삼각형 면적으로,
저작권 매출, 광고 매출, 부가서비스 매출을 면적으로,
각 비중을 높이로 환원한다. <그림 2>와 같이
MBMT 의 각 꼭지점은 각 매출이 전체 매출을
차지할 때 최대 높이가 도달하는 기준점이다. 상단
꼭지점이 저작권 매출 꼭지점, 왼쪽 꼭지점이 광고
매출 꼭지점, 우측 꼭지점이 부가서비스 매출
꼭지점이다. MBMT 를 통해 실제로는 저작권 매출,
광고 매출, 부가서비스 매출의 비중에 따라 수많은
BM 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변화무쌍한 BM 을

그림 3 MBMT 로 시각화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유형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매출 목표치와 비교할 수 있다.

3.3 매출-비용 격차의 보완
MBMT 는 매출과 비용 간 격차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며, 어떤 매출로 매출-비용 격차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BM 을 검토하게 해준다. MBMT 의 전체
면적 S 는 콘텐트 생산 비용이자 최소 목표 매출을
나타낸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d, 높이를 h 라고
하자. 참고로 d 와 h 는 아래와 같다ㅔ.

,

그림 2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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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를 실제 저작권 매출, B 를 실제 광고 매출, C 를

품질과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실제 부가서비스 매출이라 하면 전체 매출 대비 각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다.

비용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확대하려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언론사의 예를 들면, 생산성 향상
방법으로는 첫째, 탐사보도가 있다. 건당 콘텐트
생산비는 높이되, 비용 절감 대비 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둘째, 에버그린
콘텐트

활용이다.

콘텐트가

스스로

재생산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외부 기고다. 독점 전재인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적지만 복수 기고를 허용하고
원고료를 낮추면 여러 미디어가 생산비를 분담하는

참고로 각 매출 합산 값이 목표 매출에 미치지 못하면,
각 매출 비중 합산 값이 100%에 미달하며, 목표
매출을 넘어서면 합산 값이 100%를 초과한다. 이

효과가 있다. 넷째, 보도자료, 통신사 기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품질 차별화가 어렵고 어뷰징

경우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로봇저널리즘이다.

한편 각 매출을 나타내는 면적은 각 매출의 기준

데이터를 수집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술로 인력을 대체한다. 여섯째, UGC(user created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content) 활용이다. 사용자가 인력을 대체한다.

면적과 같다. 밑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결국 각 매출
간 비는 각 삼각형 간 높이의 비로 환원된다.

,

,
A:B:C=a:b:c

실제 매출이 목표 매출보다 적다면, 매출-비용
격차가 발생한다. 매출-비용 격차 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 격차=목표 매출액-실제 매출액
<그림 4>는 BMT 를 활용해 매출-비용 격차와 그
보완을 시각화한 것이다. 흰 부분 넓이가 매출-비용
격차의 비중에 해당한다. 매출-비용 격차를 알게
되면, 자본 소진 기간 또는 투자 여력, 비용 절감

그림 4 매출-비용 격차의 보완

4. 사례분석

목표치나 부문별 매출 상향 목표치 등을 정확히

앞서 든 가상 신문사 ‘P’의 예를 다시 정리해보자.

판단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목표 매출이 비용에 못
미치거나 부문별 매출 비중이 예상과 다르다면 다면
BM

가설을

수정해야

한다.

매출이

100 명이 한달에 20 일간 총 2000 건의 기사를
생산한다. 월급은 200 만원, 즉 건당 생산비는

비용을

10 만원으로 월 비용은 2 억원이다. 구독료는

상회한다면 BM 가설이 검증된 것으로 보고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1 만원으로, 광고가 없다면 최소 목표 구독자 수는
2 만명이다. 이를 IT 기사를 웹툰 형식으로 생산하는

매출-비용 격차를 보완하는 방법은 우선 크게 두

가상의 뉴스 스타트업 ‘O’1사의 BM 과 비교해보자.

가지다. 첫째, 비용 절감이다. 이는 MBMT 자체가
작아지는 식으로 시각화된다. 둘째, 매출 증가다.

‘O’사는 인력을 6 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월급은
300 만원으로 올렸다. 1 인당 콘텐트 생산량은 월

매출 증가는 BMT 상에 어느 한 부문 매출을

10 건, 매체의 월 콘텐트 생산량은 60 건이다. 월

나타내는 높이의 증가를 의미한다. MBMT 에서
저작권 매출 증가는 저작권 매출 비중의 높이를

비용은

총

1800

만원,

콘텐트당

생산비는

a 에서 a′로 높이는 식으로 시각화된다.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 증가는 해당 매출 비중을 b 에서 b′로,
부가서비스 매출 증가는 그 비중을 c 에서 c′로

1

아웃스탠딩(Outstanding) 사례를 기초로 하되, 비공개
정보는 가정했으며 계산 편의상 수치를 간소화했다.

높이는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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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이다. 월 구독료가 9000 원이라고 한다면,

유료 프리미엄)돼 있다. 콘텐트는 IT 기사를 웹툰

이들은 2000 명의 유료 정기 구독자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는 누적 유료 구독자는 4000 명이며 평균

형식으로 생산하는 만큼 일반적인 기사보다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며 기사 길이도 길고 담고 있는

2000 명의 유료 구독자를 꾸준히 얻고 있다. 이

정보량도

업체는 기자가 연사로 나서는 월 3 만원의 오프라이
행사를 연 10 회 개최한다. 세미나당 참석자 수는

없는데 이는 기사가 에버그린 콘텐트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금 체계도 최신 기사 1 주일치는

100 명이다. 수익은 월 평균 250 만원이다. 광고

무료로 제공하고 과거 기사를 유료화하는 식으로 돼

매출은 전혀 없지만 일단 MAU 가 40 만명이다. 한
사람당 월 평균 10 번씩 기사를 조회한다고 하면, 월

있다. 콘텐트는 특히 페이스북에서 공유되기 쉽도록
만들어진다. 기자들은 한 명, 한 명이 인플루언서로서

400 만 조회수로 잠재 광고수익은 월 800 만원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정도로 유료 독자 889 명 상당이다.
전액

충당함으로써

BM

웹사이트의

포스팅에는

날짜가

5. 결론

정리하면 콘텐트 생산 비용은 정기 유료 구독자를
통해

많다.

을

이 연구는 미디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콘텐트 개발 중심으로 현금흐름과 연계해 동적으로

만들었다.

컨퍼런스는 BM 의 핵심이 되기 어렵다. 다만 수시로
이탈하는 일시적 유료 독자의 결제금과 함께 콘텐트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삼각형(MBMT)을 제안했다. MBMT 는 콘텐트
개발비를 정삼각형의 면적으로 저작권 매출, 광고

생산 외의 부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은 이 BM 을 그대로 확장하는 식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주제를 심화하거나 IT 분야

매출,

부가서비스

매출의

비중을

높이의

비로

나타낸다. MBMT 는 수많은 미디어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저작권 (변형) 모형, 광고 모형,

외로 확장했을 때 BM 은 재검증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모형, 광고 추가 모형, 부가서비스 추가
모형, 혼합 모형 등 6 개로 유형화해 시각화한다.
MBMT 는 매출-비용 격차 보완을 통해 BM 의 전환,
유지, 확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끝으로 가상
뉴스 스타트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MBMT 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MBMT 는 디자인 사고, BMC 등 다른 정성적인
방법론을 보완해 BM 을 정량적이면서도 빠르게
검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기존 방법이
BM 을 만드는 측면에 도움을 준다면, MBMT 는
BM 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보유 자본과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피봇(pivot)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그림 5 ‘P’사 대비 ‘O’사의 비용 절감

BM 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MBMT 는 더 많은 실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MBMT 는 이론 제안의 편의를 위해 비용
구조를 매우 단순화했다. 실제 적용에서는 복잡한
비용

구조를

반영해

비용

삼각형을

도출해야

한다[22]. MBMT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우선
크게 저작권 매출, 광고 매출, 부가서비스 매출로
3 분해야 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돼야
한다. MBMT 는 경영정보시스템의 일부로 손쉽게
개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MBMT 가 자동화된다면,

그림 6 잠채 매출과 초과 매출을 반영한 ‘O’사의 MBMT

한달, 1 일, 또는 그밖에 최적화된 시간 프레임에 따라

저작권 모형은 콘텐트 제작자가 양은 적더라도
품질은 높은 콘텐트를 만드는데 유리한 모형이지만

BM 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미디어 스타트업은 사회적 영향력(impact)을

유료화 모델을 성공시키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주요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로 삼을

우선 유료화 체계는 등급화(무료 비회원,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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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14]. 이 경우 영향력을 화폐화해서 매출의

12. Ismail, S. Malone, M. S. and van Geest, Y.

한 부분으로 삼거나, MBMT 를 입체화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ponential

Organizations.

Diversion

Publishing. (2014).
13. Christensen, C. M. The Innovator's Dilemma:
When New Technologies Cause Great Firms to

알림

Fall.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 <(가제)뉴스
미디어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 내용

14. 김진수, 이창영, 김재호, 서경준, 박재홍. 소셜벤처
창업하기. 서울: 청람. (2016).

일부를 대폭 보완했습니다. 이 연구는 2017 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받았습니다.

연구기금의

15. 남대일, 김주희, 정지혜, 이계원, 안현주. 성공하는

지원을

스타트업을 위한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서울: 한스미디어. (2015).
16. 유효상. 유니콘. 서울: 클라우드나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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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요약문
본 연구는 국내외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보안 결제 UI 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있다[14]. 모바일 결제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의 개념과

편리한 결제시스템의 발전으로 소비자는 국내외

원리를 파악한 후, 결세시스템의 보편성 및 최신성을

경계 없이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4 년

고려하여 결제인증 방식 유형을 5 가지(바로결제(A),

2/4 분기에는 국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3 조 1,930 억

비밀번호(B), 지문(C), 패턴(D), 음성(E))로 분류하였다.

원을

유형 분석을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 후, 20~30 대의

보였다[11].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경험자 50 명을 대상으로

진출하면서 2015 년에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법률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7]. 이처럼 모바일을 통한

‘지문(C)’유형이

보였다.

간편 결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애플의

사회영향력 측면에서는 ‘비밀번호(B)’유형, 편의성 및

최고경영자 팀 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현금 없는

신속성 측면에서는 ‘바로결제(A)’유형이 높은 만족도를

사회인 ‘현금 종말론’을 언급하기도 하였다[2].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결제인증 방식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파악하고 각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용자가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각적으로 모바일 화면의 구성의 보완 이
요구되고, 사용자가 결제보안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적

보안

옵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

기록하여,

전년

또한

대비

해외

136.9%의

핀테크

증가율을

사업자가

국내로

그러나 2016 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인터넷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보

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1

순위로

선택되었다[11].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과 달리,
여전히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보안성에

핀테크, 온라인 결제 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대한 사용자 인식을 조사하여 확산되는 결세시스템의

보안 결제, 보안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결제시스템 방식을 유형별로 분류

1. 서 론

하여 프로토타입 제작 후, 결제 유형 방식을 무작위로

2016 년 5 월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제시하여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80%인

보안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44,971,408

결제시스템

명으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

활성화

함께 IT 와 금융 산업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

발전을

위한

각

유형별

모바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Finance + ICT Technology)가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중국),

페이팔(미국)등과

같은

- 503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2. 선행 연구

신한 FAN, 체크페이,
카카오페이, N 페이, 우리페이,

2.1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개념 및 원리

KB 앱카드 등
WeChatPay, 신한 FAN,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가

필요할

때마다

비밀번호만으로
서비스이다.

사용자

추가
인증

정보를
후,

간편결세시스템의

지문(C)

입력없이

결제가

절차는

개인 지문 결제

재부통, Alipay, 카카오페이,
페이코, Paynow, Apple Pay 등

가능한

공통적으로

패턴(D)

액티브 엑스(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음성(E)

최초 가입 시 등록한 정보가 전자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사에 저장되어 결제 시 결제 수단을 위한

재부통, Paynow, WeChat Pay,

사용자 지정

Alipay 등

패턴 결제

위비톡, 페이톡 등

개인 음성 결제

전용 비밀번호로 인증되는 원리이다[1,4]. 그림 1 과

2.3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 인식

같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결제처리단계, 입력 정보 및

Korea Consumer Agency(2016)의 설문조사 결과에

인증 방식 등이 간소화되었다.

따르면 간편성, 안전성, 경제적 혜택, 접근성 순으로

그림 1 일반결제와 간편 결제 절차 비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간편결제시스템의
보안성과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2014

연결된다[10].

년

기준

특히

한국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미사용
이유로 ‘정보유출 및 보안 우려’가 1 순위로 선택되었다.
이나현 외(2015)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으며,
기술적 보안 측면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적으로 보안에
대한

전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현선,

2.2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유형 분류

김상현(2017)은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경험자 대상으로

국내 간편결제시스템 서비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설문조사 한 결과, 프라이버시, 기술, 경제, 서비스

맞게

프로세스가

중요시하는

변화되고

기술과

있다.

개인정보의

주로

간편성을

수집으로

인한

정보보안 측면이 서로 상충된다. 따라서 신뢰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금용산업에서는 보안성 및 사용자를 위한
편리성 사이의 균형 및 조화가 요구된다[6].
하지만 다양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유형에 따라

위험이 사용 갈등을 증가시키므로 기술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 사용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모바일결제서비스 미사용 이유

사용자의 정보 수집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안성을
높이고자 기존 비밀번호 입력 방식 외에 지문, 음성,
홍채 인식 등 생채 인증을 통한 보안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3,9].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금융권 7 종, 비금융권 부문
25 종이며 지속적으로 간편결제시스템의 서비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17].
표 1. 국내 주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유형
인증방식
바로결제(A)

비밀번호(B)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주요 특징

PayPal, Google Wallet, Square

로그인 후 인증 없이

Cash, Alipay 등

바로 결제

Alipay, Paynow, 하나 1Q 페이,

사용자 지정

Tpay, NH 모바일카드,

비밀번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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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유형별 결제 인증 방식 프로토타입 이미지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바로결제(A)

비밀번호(B)

지문(C)

패턴(D)

음성(E)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의 유형별 보안
결제 UI 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5

가지

결제인증

방식(바로결제(A),

비밀번호(B), 지문(C), 패턴(D), 음성(E))을 사용자
프로토타입 제작 후 각 유형을 무작위로 제시하여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함께 실시하였다.
3.2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설문조사는 모바일간편결제 시스템의 사용자 비율이

4.1 인구통계학적 결과

가장 높은 20~30 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7 년 10 월 10 일부터 11 월 11 일까지
20 일간이며 총 50 명에게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대상자 50 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

형태는

Likert

5

점

척도를

4 점, ‘보통이다’ 3 점, ‘아니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 점을 부여하였다.

세부 항목

선행 연구

편의성

이용 편리 정도

(표 4)

(기억편의성) 인증 방식의

임병하·김동현(2007)

유용성
(표 7)

사회 영향력
(표 8)

(신속성) 인증 방식의 신속성 정도

대학원생 8 명(16%), 프리랜서 1 명(2%)으로 나타나며
1 명(2%), 부산 3 명(6%), 제천 1 명(2%), 전주 1(2%),
무응답 3 명(6%)으로 나타났다.

(표 9)

본

Barnes et al.(1999),

조사의

비밀번호(B),
차이를

연구는
지문(C),

살펴보기

먼저

유형(바로결제(A),

패턴(D),

위하여

음성(E))에

평균

차이

따른
검증인

Parasuraman et

다변량분석(Multi way Anova)을 실시하고, LSD

al.(2005),

사후검증을 통한 분석 후 다중비교표를 만들었다. 본

(실패가능성) 인증 방식의 실패
가능성 정도

전수용·하규수(2010)

(정보보안적합성) 인증 방식의
개인정보보안 적합성

Parasuraman et

통계처리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각적보안적합성) 인증 방식의
시각적 보안 신뢰 정도

al.(2005), Zeithmal et
al.(2000)

분석하였다.

연구는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해석의

근거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간편결제시스템의 5 가지 결제인증 방식
유형과 6 가지 측정 항목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결과는

(비교우위정도) 다른 인증 방식에
비해 우위 정도

Davis et al.(1989),
Chae et al.(2002),

<표 4> ~ <표 9>와 같다. (* p<.05,** p<.01, ***

(유용성가용범위) 인증 방식의
사용 가능 상황 및 사용자 범위

최훈·김진우(2003)

p<.001)

(자주접한정도) 인증방식을 자주
접한 정도

Rice et al.(1990),
Davis et al.(1989),

표 4.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유형과 편의성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요
인

유형

N

평균

이
용

바로결제(A)

50

4.60

.782

(기대충족정도) 인증 방식의
기대 수준 충족 정도

편

비밀번호(B)

50

3.80

1.178

al.(2002),

리
정

지문(C)

50

4.52

.863

Fornel(1992)

도

패턴(D)

50

3.08

1.104

음성(E)

50

2.66

1.222

(주위권장정도) 주위 사람
의 인증방식 권장 정도

만족도

남성

직업 및 직종은 직장인 23 명(46%), 학생 18 명(36%),

오재인 외(2002),

기억 편의성 정도

(표 6)

명(52%),

4.2 설문조사 결과
Davis et al.(1989),

보안성

26

나타났다.

(이용편의성) 인증 방식의

(표 5)

여성

거주지는 서울 30 명(30%), 경기 11 명(22%), 광주

표 2.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인증 방식 측정 항목

신속성

경우

35 명 (70%), 30 대 15 명(30%)으로 평균연령 28 세로

사용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측정 항목

성별의

24 명(48%)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 대

(지속사용의향) 인증 방식 지속적
사용 의향

박철우 외(2007)

Mckinney et

(전반적만족도) 인증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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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억
편
의
성

바로결제(A)

50

4.62

.830

비밀번호(B)

50

3.40

1.229

지문(C)

50

4.70

.614

패턴(D)

50

2.82

1.063

음성(E)

50

3.52

1.389

29.728

.707

표 5.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유형과 신속성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C,A>
B>E>

요
인

유형

N

평균

신
속

바로결제(A)

50

4.84

.422

비밀번호(B)

50

3.62

1.338

지문(C)

50

4.54

.838

패턴(D)

50

3.22

1.234

음성(E)

50

3.10

1.199

바로결제(A)

50

4.46

.952

D

성

* p<.05,** p<.01, *** p<.001

<표 4>에서 보여지는 인증 방식의 ‘이용편리정도’의
경우, 바로결제(A) 4.60, 지문(C) 4.52, 비밀번호(B)

표준
편차

3.80, 패턴(D) 3.08, 음성(E) 2.66 순으로 유의미한

실
패

비밀번호(B)

50

3.18

1.257

차이를 보였다.

가

지문(C)

50

3.54

1.110

능
성

패턴(D)

50

2.86

1.161

음성(E)

50

2.54

1.147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5 세의 한
여성은 “바로결제(A)의 편리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긴다.”고 답하였고, 23 세의 한 남성은 “보유한

25 세의 여성은 “지문(C)이 결제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도중에 실패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다.”고 답하였다. 이외에도 결제 유형

반면, 35 세의 한 여성은 “음성(E)은 상품을 구입을
목록을 알게 되는 것이 싫다.”고 답하였고, 23 세의
여성도 “음성(E)은 공공장소와 같이 크게 소리내기
어려운 곳에서는 사용하기 창피하다.”고 답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결제 유형 음성(E)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380

.159

A,C>
B,D,E

21.427

.000

***

A>
C,B,D,E

<표 5>에서 보여지는 인증 방식의 ‘신속성’ 정도의
3.62, 패턴(D) 3.22, 음성(E) 3.10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1 세의 한
여성은

하고 싶은 순간에 집이 아닐 경우, 타인이 내 구입

다중비교

경우, 바로결제(A) 4.84, 지문(C) 4.54, 비밀번호(B)

바로결제(A), 지문(C)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P

* p<.05,** p<.01, *** p<.001

금액이 많지 않아서 보안보다 신속, 편리성 면에서
뛰어난 바로결제(A)가 좋다.”고 답하였다. 또 다른

F

“바로결제(A)는

보안성은

낮아

보이지만,

신속함 때문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29 세
남성은 “바로결제(A)가 다른 인증과정이 없는 만큼
빠르고,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또한

25 세의 여성은 “지문(C)이 안정감 있고, 빠르니까 잘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에서

결제

유형

바로결제(A), 지문(C)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유형 비밀번호(B),
패턴(D), 음성(E)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70,

이와 관련하여 30 세 남성은 “비밀번호(B)와 패턴(D)은

바로결제(A) 4.62, 음성(E) 3.52, 비밀번호(B) 3.40,

잊어버리게 될 경우, 시간을 허비하게 될 우려가 생겨서

패턴(D) 2.82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기억

편의성’의

경우,

지문(C)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9 세의 한 남성은
“바로결제(A)가 다른 인증 과정에 비해 외울 것이
없다.”고 답하였고, 26 세의 한 여성은 “지문(C)이 다른
사람은 기억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답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결제

유형

지문(C),

다음으로 인증 방식의 ‘실패 가능성’ 정도의 경우,
바로결제(A) 4.46, 지문(C) 3.54, 비밀번호(B) 3.18,
패턴(D) 2.86, 음성(E) 2.54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37 세 남성은

바로결제(A)가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바로결제(A)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6 세의 한 여성은 “패턴(D)은 누가 옆에서
보면 외우기 쉬울 것 같다. 사용빈도가 낮아서 못
외우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고, 34 세의 남성은
“패턴(D)은 지문인식이 나온 뒤로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결제 유형 패턴(D)가 다른

음성(E)처럼

성가시지

않아서

더

좋다.”고 답했고, 25 세 여성은 “바로결제(A)는 한번의
인증과정으로

저장해서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편하다”고 답했다. 이외 다양한 이유로 결제 유형
바로결제(A)가

나머지

유형에

비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에 비해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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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유형과 보안성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표 7.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유형과 유용성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요
인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F

P

다중비교

요
인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F

P

정
보

바로결제(A)

50

1.78

.975

.001

C>

50

2.82

1.207

3.60

1.010

비밀번호(B)

50

3.20

.990

25.526
***

.000

50

비
교

바로결제(A)

비밀번호(B)

37.106
**

지문(C)

50

4.44

.644

패턴(D)

50

2.54

.930

음성(E)

50

2.90

1.298
15.815

.789

보
안
적
합
성
시
각
적
보
안
신
뢰
성

지문(C)

50

4.30

1.035

패턴(D)

50

2.88

1.003

음성(E)

50

3.06

1.346

바로결제(A)

50

1.92

1.175

B>E,D>

우

A

위
정
도

33.169

.000

***

C>

유

바로결제(A)

50

3.98

1.059

B,E>D>

용
성

비밀번호(B)

50

3.92

1.007

가

지문(C)

50

3.74

1.046

비밀번호(B)

50

3.48

1.147

지문(C)

50

4.34

.917

패턴(D)

50

2.54

.973

용
범

패턴(D)

50

3.14

1.088

음성(E)

50

3.38

1.427

위

음성(E)

50

2.50

1.359

A

6>에서

C>
B,E,A,D

A,B,C
>D>
E

* p<.05,** p<.01, *** p<.001

* p<.05,** p<.01, *** p<.001

<표

다중비교

보여지는

인증

방식의

‘정보보안적합도’의 경우, 지문(C) 4.30, 비밀번호(B)
3.60, 음성(E) 3.06, 패턴(D) 2.88, 바로결제(A) 1.78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31 세 남성은
“지문(C)은 특별하게 도용하기 어렵고, 다른 결제
시스템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26 세 여성은 “지문(C)과 비밀번호(B) 둘 다 편하지만,

<표 7>에서 보여지는 인증 방식의 ‘비교 우위 정도’의
경우, 지문(C) 4.44, 비밀번호(B) 3.20, 음성(E) 2.90,
바로결제(A) 2.82, 패턴(D) 2.54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뷰 응답자 중 다수가 “지문(C)이 보안성이 제일
높고, 인증 방식도 제일 빠르다.” 응답한 것을 통해
결제 유형 지문(C)dl 나머지 유형에 비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문이 나만 할 수 있어서 더 안심이 된다.”고 답변했다.

사용

이런 이유에서 결제 유형 지문(C)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용성가용범위’의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밀번호(B)

반면, 26 세의 한 여성은 “바로결제(A)는 확인 할

가능한
경우,

3.92, 지문(C)

상황에

대한

바로결제(A)

3.98,

3.74, 패턴(D)

3.14,

음성(E) 2.50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29 세의 한

기회가 없어요. 보통 뭔가를 거치고 결제가 되는데
없으니까 불편해요.”라고 답했고, 21 세의 남성은

남성은 “평소에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결제 방식이 더

“바로결제(A)는 핸드폰 분실 시, 정보 유출 위험이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걱정된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 보아 결제 유형

바로결제(A)가

바로결제(A)가 정보보안 적합도 측면에서 다른 유형에

35

세의

제일

남성은

유용하다.”고

“호기심에

삼성

답했다.
홍채

또한
인식을

사용해봤지만 결국 비밀번호(B)가 편해 다시 사용하게

비해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각적보안신뢰성’ 정도의 경우, 지문(C)
4.34, 비밀번호(B) 3.48, 음성(E) 3.38, 패턴(D) 2.54,
바로결제(A) 1.92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되었다.”고 답하였다. 반면, 26 세의 한 여성은
“음성(E)은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조용히 업무 중일 때
불편하고, 목 상태가 안 좋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힘들다.”고 답했고, 35 세 남성은 “나는 애플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24 세의 한

'시리'도 답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거래를 떠나

여성은 “지문(C)은 다른 결제 방식에 비해 자신만의

음성서비스 자체가 아직 오류가 많은 것 같다.”고

보안도 보장되어 있고, 입력 방식도 간단하기 때문에

답하는 등 이외 다양한 이유로 결제 유형 음성(E)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37 세의 남성은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바로결제(A)는 타인이 내 휴대폰으로 보안 없이
결제가 가능해서 매우 위험한 것 같다.”고 답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결제 유형 지문(C)이 제일 높게, 유형
바로결제(A)가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507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표 8.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유형과 사회영향력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충

요
인

유형

도

자
주

바로결제(A)

50

B>

지

비밀번호(B)

C>A,D>

속

E

사
용

표준
편차

F

2.62

1.510

50

4.44

.951

49.312
***

지문(C)

50

3.36

1.453

패턴(D)

50

2.32

1.236

음성(E)

50

1.26

.565

주

바로결제(A)

50

2.68

1.269

위
권

비밀번호(B)

50

3.60

.990

장

지문(C)

50

3.78

1.075

정
도

패턴(D)

50

2.40

1.107

음성(E)

50

1.86

.969

접
한
정
도

N

평균

P
.000

다중비교

족
정

의
향
27.907

.408

C,B>
A,D>

전
반

E

적
만
족
도

* p<.05,** p<.01, *** p<.001

지문(C)

50

4.04

.958

패턴(D)

50

2.68

1.058

음성(E)

50

2.14

1.212

바로결제(A)

50

3.14

1.457

비밀번호(B)

50

3.68

1.077

지문(C)

50

4.08

1.275

패턴(D)

50

2.16

1.184

음성(E)

50

2.00

1.107

바로결제(A)

50

3.38

1.193

비밀번호(B)

50

3.60

1.143

지문(C)

50

4.06

1.096

패턴(D)

50

2.42

1.108

음성(E)

50

2.18

1.024

E

27.808

.105

C,B>
A>
D,E

25.724
*

.040

C>
B,A>
D,E

* p<.05,** p<.01, *** p<.001

<표 8>에서 보여지는 인증 방식의 ‘자주접한정도’의

<표 9>에서 보여지는 인증 방식의 ‘기대충족정도’의

경우, 비밀번호(B) 4.44, 지문(C) 3.36, 바로결제(A)

경우, 지문(C) 4.04, 비밀번호(B) 3.62, 바로결제(A)

2.62, 패턴(D) 2.32, 음성(E) 1.26 순으로 유의미한

3.38, 패턴(D) 2.68, 음성(E) 2.14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응답자 중, 34 세의 한 남성은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응답자 중 다수가 보안성과

“비밀번호(B) 방식이 현존하는 결제 보안 중 가장

신속성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유형인 지문(C)이

오래되고 익숙한 방식인데, 같은 번호로 몇 년 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사용하면서 외부 노출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있다.

답했다. 이와 반대로 26 세의 한 여성은 “음성(E)은
아직 한번도 써보지 않아서 생소하네요.”라고 답한
점을 미루어보아 결제 유형 비밀번호(B)가 제일 높게,
유형 음성(E)이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B) 3.60, 바로결제(A) 2.68, 패턴(D) 2.40,

요즘

편리하고

보안이

카카오페이가

높아졌다고

음성(E) 2.00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인터뷰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유형인 비밀번호(B)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29 세의 한 여성은 “음성(E)과
같은 생체 인식은 장애인에게 보급이 어렵다.”고
등

다양한

이유로

결제

유형

3.60, 바로결제(A) 3.38, 패턴(D) 2.42, 음성(E) 2.18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들었다.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다 보니 위조되는

답하는

지문(C),

비밀번호(B)가 제일 높게, 음성(E)이 제일 낮게 나타난

이 결과에 대한 설문지 중 주관식 답에 따르면,
“지문(C)이 차별화된 개인성을 띠는 면에서 신속성과
보안성을 가장 잘 보장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답변
등을 통해 결제 유형 지문(C)이 제일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7 세의 한 남성은 “음성(E)은 누군가 강요 시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유형과 만족도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요
인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F

P

기

바로결제(A)

50

3.38

1.193

23.653

.058

비밀번호(B)

50

3.62

1.048

대

4.08,

‘전반적만족도’의 경우, 지문(C) 4.06, 비밀번호(B)

이 결과에 대한 인터뷰 응답자 중, 22 세의 한 여성은
사용하는

지문(C)

비밀번호(B) 3.68, 바로결제(A) 3.14, 패턴(D) 2.16,

음성(E) 1.86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밀번호(B)를

경우,

응답자 중 제일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문(C)과 함께

다음으로 ‘주위사람권장정도’의 경우, 지문(C) 3.78,

“지문(C)과

‘지속사용의향’의

다중비교
C>
B,A>D>

결제될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이외 음성
복제 가능성의 우려도 언급되었다. 또한 “패턴(D)은
기억력과 도용성에서 불편하다.”는 답변 등을 통해
결제 유형 패턴(D), 음성(E)이 제일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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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측정 항목
바로결제(A)

통해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급성 및 사용 빈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문(B)

비밀번호 분실 시, 다시 결제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신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에도 보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변경이 용이하고, 타인과 공유가 쉽다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비밀번호(C)

다음으로 ‘바로결제(A)’가 전체 만족도 3 순위를

패턴(D)

차지하였다. 신속성과 편의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반면에 보안성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터뷰에서도 휴대폰 분실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정보유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 정도에 따라 보안액션 과정 없이 편하고
신속한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는
보안에 관한 부정적 시선을 낮춰준다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음성(E)

마지막으로 ‘패턴(D)’과 ‘음성(E)’유형이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를

불구하고

보였다.

신속성과

‘음성(E)’은

사회영향력에서

생체인증임에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지문(C)과 달리 큰 폭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현존하는

음성기술의 오류를 경험하면서 기술적 보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신체 및 환경적 요인에서
지문보다 더 많은 제약과 한계점이 존재하여 심리적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D)’ 유형 역시

5. 결론

사용자의 부정적 경험이 낮은 만족도의 큰 영향을

본 연구 결과, 6 가지 항목 중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측정된 결제인증 방식은 실패 가능성과 자주 접한
정도에서 2 순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1 순위를 기록한 ‘지문(C)’유형이다. 가장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

비밀번호(B)보다

추후에

보편화되었지만 편의성, 보안성, 유용성 측면에서

미쳤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생체 인증 방식이
미래

주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응답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고, 이에 ‘음성(E)’은 기술적 보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측면에서 ‘패턴(D)’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상기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개인 고유의 생체 인증이라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에 대한 사용 인식을

특수성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나 지문(C)을 통한 결제 시 다한증과 같은 신체적

프로토타입을

요인 또는 우천 시 외부활동과 같은 환경적 상황에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결제인증 방식 유형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신속성에 영향을

따라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미치며 2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만족도

2

순위는

시스템적으로

가장

‘비밀번호(B)’유형이다.
오랫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분석하여 연구 변수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영향력 요인에서 1 순위를 차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제작하여

안정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익숙해진 사용 경험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인터뷰를

특히 바로결제 시스템의 경우, 취약한 보안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보안 인식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설득형 화면구성이 요구된다.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생체인식 방식의 경우, 사용자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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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체인식 인증방법뿐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형 모바일

(2015), 230-233.

결제시스템이 요구된다.

11. 임병하, 김동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사 대상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본

적이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7, 3 (2015), 131-156.

있는

20 대~30 대로 구성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12. 임병하, 육로. 한중 모바일 커머스의 사용자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6 가지 조사 변수 외에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에 관한 비교연구.

다양한 요소를 채택하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2, 4 (2012), 335-359.

또한 애플의 ‘안면인식’이나 정맥을 이용한 롯데카드
‘핸드페이’ 등 시시각각 출시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13. 전수용, 하규수. 전자결제시스템의 서비스품질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하계

자료가

선행연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통합학술대회, (2010), 47- 67.
14. 진정숙, 김현모, 박주석.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행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6, 1 (2017), 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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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

As personality plays the key role in the

Social robot, Robot task, Personality

interaction between two people, people have

1. Introduction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for a robot’s
personality depending on the tasks the robot is
performing.

This

study

used

With the rapid popularization of robots,

in-depth

people are increasingly encountering robots in

interviews for the preliminary study and

a variety of social contexts. According to the

surveys for the main study. Based on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robots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an affinity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industrial

diagram for categorizing robots’ tasks was

and service [22]. It is difficult to define social

conducted. People expect four categories of

robots with a single statement because social

tasks to be completed by robots: social, office,

robots

service, and physical. To determine people’s

between humans and robots. Goetz and

participants was conducted applying the Big

Kiesler [8] argue that understanding the

Five personality traits to each task. Statistical
that

interactions between robots and people is

extraversion,

becoming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are three

levels

of

extraversion

because

robots

are

In this context, we argue that sociable and

different values depending on the task. People
high

important

increasingly considered as social agents [15].

main personalities that showed significantly
expect

characteristics.

of robots would lead to increased interactions

performance of each task, a survey of 381

showed

diverse

Previous studies argue that the generalization

expectations of a robot’s personality in the

analysis

encompass

emotionally capable robots are needed. Some

and

researchers argue that people apply similar

agreeableness to robots performing social task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ules to certain

Also, service robots are expected to be

robots [7] to what they use with other people.

conscientious. On the other hand, people

On the other hand, Martelaro et al. [12] claim

expected lower levels of neuroticism and

that people demonstrate disclosure differently

agreeableness in the personality of a robot

in human-robot interaction (HRI) than in

performing an office or physical task. The

human-human interaction (HHI). Luger and

study verified that depending on the category

Sellen [11] similarly claim that conversation

of task, people expect different traits in the

between

personality of the robot performing the task.

humans

fundamentally

and

different

computers
than

in

is

hu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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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nteractions. Due to this dissonance,

enjoyable and playful robots [8]. Also, peopl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ocial robots is

tend to perceive robots with an enjoyable

aimed

personality more positively than they do

at

improving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robots

serious robots [15]. Also, people who interact

[14]. Research question is: How does type of

with playful robots laughed more and smiled

tasks affect a person’s expectation of the
personality of the robot performing the task?

more than those who interacted with serious
robots [8]. Studies have also shown a
difference between the robot’s personality and
how people perceive the robot’s personality

2. Related Works

[10].

2.1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Different researchers have defined "personality"

2.3 Robot Task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Personality is the

According to Dautenhahn et al. [5], people

consistent pattern of thinking, acting, and

expect a domestic robot to take a role as an

feeling [13]. Tapus and Mataric [16] claim

assistant or just a machine, not their intimate

that personality makes a considerable impact

mates. Robots in domestic domain are

in human social interactions. The Big Five

expected to help people who are aged and

Inventory (BFI), which is a taxonomy of

hard to move in places [3]. The limitations of

human personality, was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ies include a lack of specificity in

1980s [17]. It defines human personalities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robot tasks.

according to five characteristics (Table 1).

Studies separately assessing a robot’s
personality and a robot’s tasks have been done

Traits

Description

Extraversion

Outgoing, sociable, active

Agreeableness

Caring, considerate, trusting

Conscientiousness

Careful, meticulous, organized

between personality and task factors.

Neuroticism

Nervous, easily upset, anxious

Considering the foregoing limitations, our

Openness

Imaginative, creative,

for a long time. Most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certain types of robots.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study is the first to categorize robot tasks
according to users’ perceptions of them.

Table 1.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Reeves and Nass [15] demonstrated that

2.4 Correlation Between Task and Personality

people tend to personify objects, and respond

Barrick and Mount [1] mentioned that to

to and talk with computer-based agents

complete professional occupations,

similarly to how they do so with humans.

introversion is much better than extraversion.

Based on this finding, we apply human

According to the research about Big Five

personality categories to robots and see how

Personality, to perform innovative tasks, high

these personalities differ depending on robot

levels of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and

tasks.

the modest level of extraversion are needed [2].
According to the research from sales

2.2 Robot Personality and its Impact

marketing field, extraversion is highly related

People consider robots with more serious and

with jobs that require social skills, for example,

caring personalities to be more compliant than

sales [9]. Costa and McCrae [4] claimed th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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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ableness is a beneficial and supportive

5 RESULTS

factor when performing jobs due to teamwork
and cooperation. Because extraversion is

In our analyses of the interview results, we

related to the activity level and capacity for joy,

observed four categories of robot tasks: 1)

extroverted people are fit for jobs that include

social tasks (conversation, entertainment, and

highly interacting with others. People high in

sexual

openness tend to be good at skilled labor, and

(Professional and simple), 3) Service tasks

conscientiousness is considered most

(guide, serve, and sales) 4) physical tasks

influential when performing jobs, regardless of

(household chore, physical labor, and security)

relationship),

2)

Office

tasks

occupation. These findings strongly support
the claim that certain personalities are better

5.1. Descriptive Statistics.

suited for certain tasks.

The

statistical

values

to

each

task

and

personality are shown in Table 3. Among Big
3. Study Overview

5

This study was broken into two parts. In the

extraversion, agreeableness, openness were

personalities,

the

average

score

of

rated the highest in social task. The average

preliminary study, we conducted in-depth

score of conscientiousness was the highest in

interviews to obtain a general understanding

the service task. Neuroticism was the lowest in

of robots’ tasks. From these interviews, we

all four tasks, but the highest in the physical

categorized robot tasks using an affinity

task.

diagram, and conducted a survey accordingly
to determine users’ expectations of a robot’s

Office

Physical

Service

Social

personality depending on the task performed

Extraversion

3.05

3.05

3.35

3.88

by the robot.

agreeableness

3.52

3.48

3.5

3.6

conscientiousness

3.86

3.86

3.92

3.71

neuroticism

2.32

2.34

2.27

2.31

openness

2.99

2.95

3.08

3.21

4. Preliminary Study
To categorize tasks of robot, we conducted the

Table 3: Mean values for tasks/ personalities

preliminary study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with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A
total of 16 participants (9 male and 7 female)

5.2. Multivariate-ANOVA.

participated, ranging in age from 20 to 60

We used multivariate ANOVA. Significant

years old. The interview questions mainly

difference were examined with Pillai-Trace

focused on the tasks they expect robots to

Test, and results showed that the preferred

perform. The analysis of the recorded data

personality was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was performed using grounded theory analysis

categories of tasks that robots had performed,

and bottom-up approach. Based on the

F(15, 4554) = 24.131, p < .001; Pillai’s Trace

recorded audio interview transcripts, interview

Test = .221.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quotes were gathered and transcribed into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sticky notes with simple keywords. An affinity

Roy’s largest root-based multivariate ANOVA

diagram was constructed by identifying the

analysis

keywords and clustering similar items in

personality categories, all other dependent

groups. Each keyword was grouped with the

variables except neuroticism are correlated

showed

that

among

the

five

type of task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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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type

of

tasks,

which

is

Openness
physical-office
service-office
social-office
service-physical
social-physical
social-service

an

independent variable as in Table 4.
S.S.

M.S.

FValue

Pr(>F)

191.52

63.84

115.4

0.000∗∗∗

agreeableness

2.99

0.99

2.28

0.077

conscientiousness

9.6

3.19

6.35

0.000∗∗∗

neuroticism

0.98

0.32

0.7

0.551

openness

16.34

5.45

16.26

Variable
extraversion

Table 5: Multiple Comparisons

0.000∗∗∗

6 DISCUSSION

S.D. = Standard Deviation, S.E. = Standard Error

Numerous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Table 4. Multivariate-ANOVA

of HRI, including on the expected personality
of a robot. However, few have investigated the

5.3. Multiple Comparisons.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tasks

After examining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from the human viewpoint. By determining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multiple

users’ specific expectations for a robot’s

comparisons were made based on Turkey’s

personality

HSD post-hoc test. The results of valid
indicated

that

with

to

the

task

being

designed to be more easily accepted by users

extraversion

as friendly assistants, and to help overcome

personality con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users’ perception of robots as scary machines

tasks is significant except physical and office

or machines intended to replace humans [14].

task difference with strong significant level

Additionally, previous research investigating

(p<0.001). In conscientiousness, social and

the effectiveness in communication in HRI is

office (<.05), social and physical (<.05), and

limited, and HRI with social robots continues

social and service (<.001) tasks demonstrated

to be perceived by humans as unnatural.

differences. Moreover, in case of openness,

Social robots need to be designed with more

differences can be shown in social and office

complex social skills that adapt to different

(<.001), service and physical(<0.01), social and

social contexts [6].

physical (<0.001), social and service (<0.01).
We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6.1. A robot’s personality matters. Our study

between tasks and personalities in neuroticism

results demonstrate that people’s perception of

and agreeableness.
Personality/Task
Extraversion
physical-office
service-office
social-office
service-physical
social-physical
social-service
Conscientiousness
physical-office
service-office
social-office
service-physical
social-physical
social-service

according

performed by the robot, robots can be better

dimensions are shown in Table 5. Univariate
testing

-0.04
-0.15
0.07
0.77
0.09
-0.02
0.2
0.13
0.00∗∗∗
0.23
0.12
0.34
0.009∗∗
0.13
0.02
0.24
0.00∗∗∗
0.27
0.16
0.38
0.005∗∗
0.14
0.03
0.25
Note: <.001 *** <0.01 ** <0.05 *
M.D. = Mean Difference

a robot’s ability to successfully complete a task

M.D.

Lower

Upper

Sig.

depends on their perception of the robot’s

0
0.5
0.84
0.5
0.84
0.34

-0.14
0.36
0.7
0.36
0.7
0.2

0.14
0.64
0.97
0.64
0.97
0.47

1
0.00∗∗∗
0.00∗∗∗
0.00∗∗∗
0.00∗∗∗
0.00∗∗∗

personality relative to the task to be completed.

-0.01
0.06
-0.16
0.07
-0.15
-0.22

-0.14
-0.07
-0.29
-0.07
-0.28
-0.35

0.13
0.19
-0.02
0.2
-0.02
-0.08

1
0.66
0.013∗
0.58
0.02∗
0.00∗∗∗

way they interact with humans [6]. People

At the same time, people want robots’
emotional capabilities to be similar to those of
humans. It is widely believed that people
prefer to communicate with robots in the same
expect robots to have similar emotional
capabilities with them and be supporters that
help the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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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ositive robots are better for social tasks. For

6.5 People want robots to display critical thinking

social tasks, the four personalities other than

when performing service tasks.

neuroticism all received scores above the

Both neuroticism and agreeableness received

average score of three. People do not want

low scores in all tasks. Neuroticism rated

their social robots to be anxious, nervous or

lowest. These results show that people prefer

unhappy. They prefer a robot they can

robots not to be anxious or temperamental

perceive as calm and even-tempered; they

when performing tasks. People want robots to

want to have small talk with a robot they

display positive emotions such as being calm,

perceive as outgoing, warm, diligent, empathic,

stable, and even-tempered.

and adventurous. Overall, they want a social
robot to come across as generally positive and

7 CONCLUSION

emotionally stable.

The development of social robots is on the rise
with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robots.

6.3 Creativity is beneficial for social tasks, not

In HRI, personality plays an essential role.

physical tasks. The value for the openness

From this perspective, we explored types of

personality trait differed noticeably according

tasks and their relation to the personality

to task type. People expect robots to display
openness
However,

when

performing

openness

is

less

social

expected to be shown by the robot performing

tasks.

preferred

the task. Among the personalities, significant

in

differences

performing all other tasks. The result implies
display

curiosity

and

a

type.

creative

However,

extraversion,

People

expect

a

high

level

task do people want robots to display a

their

neurotic personality. People do not want

perception is that being curious and creative is

robots to come across as too emotional or

not beneficial when completing physical or

sensitive. They prefer robots to display more

office tasks, as such tasks tend to be repetitive
and simplistic.

emotionally neutral personalities.

6.4 Sociable robots are for entertainment, not for

8 FUTURE WORKS AND LIMITATIONS

cleaning

house.

considerably

Extraversion

depending

on

also
task

of

by a robot performing a service task. For no

a wide range of interests and not be bound to
thoughts.

in

conscientiousness in the personality displayed

personality. They want social robots to display
conventional

found

agreeableness, and openness according to task

that people want to interact with social robots
that

were

differs

One limitation of our study is the use of the

type.

survey method, with which it is difficult to

Extraversion achieves a high score for social

know the accuracy of the measure of people’s

tasks, but low scores for both office and

perceptions of a robot personality. Our use of

physical tasks. People expect only an average

the Likert scale is another limitation, as it

level of extraversion for service tasks. They

limits how respondents can express their

prefer robots to be active and sociable when

preferences.

having conversations or engaging in interesting

In

future

studie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using experiments

activities with them. When performing office

would be needed. These would allow a more

or physical tasks, however, people prefer

accurate understanding of how people perceive

robots not to be emotional.

personality traits in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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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선행연구

다양한 형태의 소셜 로봇들이 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운동을 보조하는 로봇은 아직 비용적 문제와 여러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는 가상트레이너 시스템
개발에서 시작해 현재는 로봇을 이용한 연구로 흐름이

한계점으로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로봇
FUFU 를 시뮬레이터 단계부터 실제 로봇까지
개발하였다. 운동 맥락에 있어 집에서도 쌍방향 소통을
하여 실제 운동 성과를 얻게끔 개발하였다.

가상 트레이너 시스템에서 트레이닝은 사용자가 보다
올바르게 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1]. ‘필립스’ 시스템은 2D 컨텐츠로 제작되어
집에서 운동하는 사용자의 운동 동기부여를 도왔다.[6].
이후 관련 시스템은 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올바른

주제어

자세로 운동을 하는지 측정하거나, 게이밍 요소 적용에

HRI, E-Coaching System, 홈트레이닝, 증강현실

따른 영향, 운동 프로그램 적용, 3D 콘텐츠, 증강현실
콘텐츠 적용 등의 방향으로 발전했다.[3]

1. 서 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스스로 다양한 운동 동작을
배우고 SNS 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홈 트레이닝’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을

문화가 늘고 있다.[5] 하지만 대부분 홈 트레이닝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7][8]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위해
전문적인

컨텐츠들은 단방향적으로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 받는

운동선수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로봇이다. 실제

형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용자가 혼자 운동을 할 때
상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 운동이 제대로

일반 사용자들이 배포하여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효과를 검정하기에는 가격적인 문제와 범용성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운동의 경우 효과를

문제가 있다.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위해 동기 부여를 주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이다.[6]

일반

본 연구는 홈트레이닝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지속성,
동기 부여의 문제를 Social Assist Robot 이 개선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선행적으로 로봇을
개발한 연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관련 분야의 연구와
다르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로봇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저렴한

가격대의

라즈베이파이를 기반으로 RGB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즈베이파이는 소형 싱글 보드 컴퓨터로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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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터 개발

드러나 자세를 확인이 가능하여 운동 자세의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3.1 시스템 설계

3.2 피드백 추출 및 제작

홈 트레이닝에서 가상 트레이너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용자의 오류 동작에 대한 피드백은 두 차례의 Pre-

개발을 위해 사용할 기본 운동법과 해당 운동의 성과를

Test 를 통해 각 운동 동작에서 주의해야 하거나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실수하는 형태를 추출했다. 오류

측정하는 방식은 스포츠레저학 연구 전문가와 전문
트레이너 2 명과의 인터뷰 및 테스트를 통해 검토했다.

동작 정정 및 동기 부여를 위한 피드백을 추출하기

시스템에 레퍼런스 데이터로 사용된 운동 동작은

위하여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와 오디오를 활용한 원격
트레이닝 방법을 이용했다. 운동 숙련도가 상이한

연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서 제시한 총 8 단계로

5 명이 세가지 운동 동작을 10 회씩 3~8 세트를

이루어진 운동 프로그램을 참고했다. 기본적인 운동 중
세 가지 형태인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총 운동 시간 19 분 36 초였고 피드백은 총
560 개가 사용되었다.

선정해

진행했다.

운동

수행

동작에

대해서는

Type

Squat

Lunge

Dead lift

Count

64

77

11

운동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Posture

53

28

14

우선 사용자의 자세를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에는 processing 이 사용되었다. 운동

Exercise

31

28

7

Respiration

13

19

1

Others

19

26

20

Speed

3

3

0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배포하는 운동 가이드 영상에서
제시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했다.

자세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RGB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 운동 자세를 캡처 분석했다.

condition

표 1.
트레이너가 언급한 피드백은 위 표 1.과 같이 총 6
종류로 구분했다. 그 중 잘못된 자세의 교정을 위한
피드백은 총 96 개가 검출되었다. 검출 피드백 중 표현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교정을 의미하는
경우를 하나의 피드백이라 보고 이를 각각 취합 하여
요청하는 빈도수에 따라 운동 별로 필요한 각 3 개의
자세 교정 피드백을 선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1.
기본적으로 색상 차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사용자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사용자의 자세

Exercise

측정을 위하여 운동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가 운동을
수행하게 될 공간을 촬영하여 기본 값으로 저장했다.

Sit down more.

대비되는 색상을 추출하여 사용자 모델을 만들었다.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하여 컴퓨터 상에 보여지는 화면을
x, y 축 각각 N 개로 나눈 격자의 그리드를 생성했다.
피실험자의

데이터가

해당

공간에

Squat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화면 상에 다른 컬러를 표시했다. 파일럿
테스트 진행 시 N 수를 6 개, 12 개, 24 개, 48 개로
나누어 테스트를 진행하여 각 지점에 대한 오류와 전체
자세의 오류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검증했다. 24 개 이상의 경우 사용 자의 외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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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feedback

Lunge

Pre-Test
frequency
0.3019

Make sure your knees don't
come forward.

0.2264

Sit tight.

0.1698

Let center the center of gravity.

0.25

Make sure your knees don't
come forward.
Go down by the pelvis.

0.2143
0.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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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lift

Open your knees.

0.2143

Lower your upper body.

0.1429

Put strength on the heel.

0.0714

낮다면 무릎이 돌출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감지하고
해당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자세 교정 피드백은 1 차 Pre-Test 에서 검증된 피드백
간격을 바탕으로 지연 시간을 설정했다. 실제 트레이닝

표 2.
2 차 Pre-test 에서는 운동 별 오류 동작 및 동기 부여를
위한 피드백으로 전문 트레이너의 육성을 사용했다.
실제 화면은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검증했다. 1 차 Pre-Test 에서 확인한 피드백은
개인적인 자세의 특징이나 운동 동작의 이해도에 따라
발생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 차 Pre-Test 에서
전문 트레이너가 실험을 직접 참관하여 프로그램이
적용된 실제 운동 상황에서 다른 오류 형태에 대한
피드백 제외, 수정 혹은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
트레이너는 피실험자와 단절된 공간에서 육성으로
피드백을 전달했고, 해당 과정에서 음성만으로
피실험자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어구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피드백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피드백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피드백이 구체적일수록
사용자가 행위의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고, 추상적일
수록 행위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한다.[9] 이와 같이
"오토바이에 앉듯" 보다는 "더 앉으세요"와 같은 형태로,

환경과 비슷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여러 부위의 자세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피드백이
동시에 제공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자세 교정 외 운동 상황, 호흡에 대한 피드백은 운동
동작에 큰 무리가 없거나 올바르게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 전달되도록 했고, 마찬가지로 실제 트레이닝
상황과 비슷한 환경 설정을 위하여 일정 간격에 따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의 피드백을
전달하도록 했다. 해당 피드백의 경우 자세에 큰 오류가
없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동작에 오류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4. 로봇 제작
1, 2 차 Pilot-test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할
SAR 을
제작하였다.
SAR(Socially
Assistive
Robot)이란 사회적 소통을 통해 사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로봇이다. [4]
4.1 로봇 디자인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여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
피실험자가 행위의 방법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드백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nVoice 와 음성 합성
API 를 활용하여 TTS 형태로 제작했다. 추가적으로
트레이너에게 시스템의 목적과 설계 그리고 사용에
있어 전체적인 구조가 홈 트레이닝 상황에서 가상
트레이너로 사용되기 적합하도록 운동 방법과 사용
방법을 검증하여 개발했다.
각 운동 상황에서의 동작 오류를 검출하기 위하여
올바른 자세를 취할 때의 그리드 박스와 오류 동작
시의 그리드 박스 간의 차이를 대조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구역을 추출했다. 2 차 Pre-Test 진행 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실험자의 동작을
검출하고 오류가 감지되는 그리드 박스에 해당 값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자동적으로 오류 여부가

그림 2.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SAR 의
캐릭터인 FuFu 그림 2.은 운동을 통해 사용자가
연소하고자 하는 지방의 모습을 본 따 디자인 되었다.
또한, FuFu 는 사용자에게 친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동그란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판단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동작에서 앞쪽 다리의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는 잘못된 동작을 측정하기 위해, 포착되는
y 축 최하단의 최소 x 값과 무릎 영역인 y 축 6~8 번
그리드 상의 최소 x 값을 비교하여 후자의 x 값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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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 (User Interface) 디자인

인형의 LED, SAR 의 Client 에 직접 연결된 LCD
Screen 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VNC 기술을 이용해 RPI
Server

와

연결된

자신의

단말기에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Raspberry PI 를 Server 와 Client 두 파트로 구분하여
구현한 이유는 1) 추후 좀 더 Dynamic 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를 위하여, 2) 사용자의 영상 데이터 처리로
인한 시스템 지연에서 사용자 컨트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3) Computing Power 가 낮은 Raspberry PI

그림 3.
SAR 과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 (User Interface)는 그림 3.와 같이 디자인되었다.
사용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트레이닝을 선택하였을 시, 사용자가 지정한 프리셋,
혹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중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프리셋이
선택되면 저장한 프리셋 중 어떠한 프리셋으로 운동을
할 것인지 고를 수 있으며 각각의 프리셋은 사용자가
지정한 운동 루틴에 따라 운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기존
프리셋은 수정이 가능하며 새로운 프리셋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반의 시스템에서 User Remote controller UI 를
Draw & Maintenance 하는데 상당수의 GRAM(via
Shared Memory)이 점유되기 때문에 Client 역할의
Raspberry Pi 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의
3 가지의 이유로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나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상태로 개발하였다..
또한, Raspberry PI 3 에 내장되어있는 VNC 기능을
이용해 Cross-platform 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Android, IOS, Windows, Linux 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SAR 시스템을 컨트롤하며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4.4 자세 검출

4.3 시스템 개발

그림 5.
그림 4.
전체 시스템은 Raspberry Pi 3(이하 RPI)를 이용해
간단하게 구현하였으며, 저비용의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물리적 Device 로는 카메라, 스피커,
목각인형(6

LEDs),

LCD

panel,

RPI

2

개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전체 흐름은 위
그림 4.와 같다.
사용자는 운동 중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운동 데이터를
SAR 에 전송하며, RPI 는 수신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Image Processing 을 하여 사용자 운동 전반의 흐름을
관리한다. 운동 중 발생한 피드백은 스피커와 목각

SAR 의 프로그램 흐름도는 위 그림 5.와 같다. 모든
운동은 공통적으로 사용자 튜토리얼로 간단하게
사용자를 교육시킨 후,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운동의 카운트 알고리즘은 1) 사용자의 머리가 기본
위치(바르게 섰을 때의 머리 위치)에서 사라졌는지를
항상 감시하며, 2) 머리가 사라졌을 경우 운동의 최종
동작에서의 특정 지점(예를 들어 Squat 에서는
앉아있는 동작에서의 엉덩이 지점)에 사용자가
도달했는지 3) 최종 동작 이후 다시 머리가 기본 위치로
돌아왔는지 의 3 가지 확인점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횟수를 카운트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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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성공/실패의 구분은 위의 카운트 알고리즘 중

수행한다. 또한 목각 인형의 머리에 달려있는 초록색

1)~2)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운동당
지정된
feedback 을 triggering 했는지에 따라 간결하게

LED 는 사용자 운동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구분하였다. 1)~2)의 과정중 Feedback 을 trigger
하였다면 실패, 과정 중 feedback 이 trigger 되지
아니하였다면 SAR 프로그램은 성공으로 간주한다.

LED

컨트롤은

라즈베리

파이의

GPIO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RPI 에 연결해 전선작업을 하였으며
(GPIO 핀넘버 : 10 허리 / 11 무릎 / 12 엉덩이 /

또한 과정 중 사용자의 연속 성공 횟수가 4 회, 8 회가

13 가슴 / 14 손 / 15 운동중) 빛의 밝기는 PWM 이

될 때에는 ‘그렇죠’, ‘잘 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긍정적
멘트를 사용자에게 feedback 해준다.

아닌 저항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초록 LED:50Ω,
붉은 LED:100Ω)

4.5 오류 검출 및 피드백 제공 방법
사용자의 운동 경험의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난이도를 2 개의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쉬운
버전의 경우에는 조금의 margin 을 두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인자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운동에서의 민감한 버전 대비 덜민감한 버전의
margin 은 다음과 같다.
ㆍ스쿼트 : 무릎 X-axis 1 / 머리 Y-axis 1
ㆍ런지 : 무릎 X-axis 1 / 머리 Y-axis 2
ㆍ데드리프트 : 엉덩이 Y-axis 1 / 팔 X-axis 2 / 머리
그림 7.LED Wire connection status on RPI

X-axis 1, Y-axis 2 / 등 X,Y-axis 1

4.6 데이터 수집
SAR 을 통해 사용자가 운동을 수행했을 때의
‘성공/실패’, ‘수행 시간’, ‘실패 동작(피드백)’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Data

의

Payload

의

각

Chunk 는 p”성공/실패” t”수행 시간(ms)” w”실패한
동작(피드백)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트의
구분은 윈도우시스템에서의 개행 문자 \n 으로
표기하였다.
각 회차의 운동 진행 시 사용자 운동 데이터는
Text 형태와 동영상 촬영 데이터로 이원화 수집ㆍ저장
하였으며, SAR 을 통한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운동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개발 하였다.

5. 결론
물리적 매개체를 통한 운동을 할 경우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내용의 연구는 많다.[1]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운동을 통해 느끼는 사용자들의
감정적인 분석만 있고 실질적인 성과 측정은 없어
그림 6. LED Wire connection status on RPI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목각 로보트는 총 6 개의 LED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로봇을 사용하여 인터렉션과

5 개의 붉은색 LED 는 사용자가 운동 중 주의해야 할각
신체부위를

시각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역할을

함께 또한, 사용자와 기기 간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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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용자와 기계간의 인터렉션을 확인하기 위해

Journal of Human-Robot Interaction, 2(2), 3-

정량적 검정을 위해 사용자의 동작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

그리고 장기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배포가 용이하여 장기적인
측정과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되어 다른 기존의
운동관련 로봇 개발과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 운동 동작을 단면을 통해 인식 및
피드백 하였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 측정에 있어서

4. Feil-Seifer, D., & Mataric, M. J. (2005, June).
Defining
socially
assistive
robotics.
In
Rehabilitation Robotics, 2005. ICORR 2005.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465-468). IEEE.
5. Hsiao, K. F., & Chen, N. S. (2011). The
development of the AR-fitness system in
education. Edutainment
Educational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echnologies.

Games

and

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2-11.

차후 개발에서는 실제 실험에 돌입하기 이전에 이러한
효과 측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6. IJsselsteijn, W., de Kort, Y., Westerink, J., de

밴드와 같은 센서와 해당 로봇을 연동하여서 효과를

and sports: Enhancing the home fitness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ger, M., & Bonants, R. (2004, September). Fun

이원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개발하고자 한다.

entertainment computing (pp. 46-56).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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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관찰되는 오기억으로 인한 왜곡의 문제를

요약문
사건-연계 경험표집법이 HCI 분야 연구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기술적 배경을
필요로 하고,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중심으로
경험을 채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원하는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경험 및 기록을 반복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2,
3]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의 경험 채집에 더 용이할 수

특히 ESM 의 사건-연계 프로토콜(event-contingent

있는 챗봇 경험 표집법을 수립하고자 했다. 3 가구를

protocol) 하에서는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파일럿 실험을 통해 챗봇 경험

대해 직접적으로 참가자가 감정 및 생각을 기록할 수

표집법을 설계했다. 이를 반영해 15 가구를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ESM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7]

이주일 간 TV 시청 행태 조사를 위한 본 실험을

사건-연계 프로토콜은 특정 시간이 아닌 특정 사건이

진행하였다. 이후 챗봇 경험 표집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일어났을 때 알람을 받은 참가자가 이에 대한 경험을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분석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결과 참가자들은 챗봇의 성격과 가족 간의 인터랙션

집중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챗봇 대화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단조롭고 질문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 대해

하지만 기존의 사건-연계 ESM 연구들은 몇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증진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챗봇 기반 ESM 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특정 사건의 발생과 경험
채집을 위한 설문 발송을 연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주제어

배경이

Experience

Sampling

Method,

Chatbot,

event-

contingent protocol, ESM design guideline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사건-연계

ESM

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8] 또한 대부분의
사건-연계 프로토콜 ESM 연구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외의 다른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행동은

1. 서 론
HCI

부족한

경험표집법(ESM

:

Experience

채집할 수 없었다. [9]

Sampling Method)은 점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상업적 툴로

[1,2,3] ESM 은 모바일 환경[4]이나 사무실 환경[5]

제공되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참가자의

혹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정보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경험을 채집하는 사건-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6]. ESM 의

연계 프로토콜 ESM 기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장점들은 HCI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는 이유를

TV 시청 도중 발생하는 행동을 챗봇과 연동하여

제공한다. ESM 은 연구 참여자가 특정 경험을 하는 그

TV 에서 특정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화된

순간을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 형식으로 행동에 대한 이유와

회상하고 기록하는 설문, 인터뷰 등 기존의 질적 연구

감정을 채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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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 년 3 월부터 8 월까지 진행했던 일반

피드백을 얻은 후 챗봇을 보완하였다.

사용자들의 TV 시청 중 볼륨 조절 행태를 알아보는

실제 TV 시청 행태를 수정된 챗봇으로 심도 있게

ESM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얻었다. 구체적인 참가자 모집 및 실험 진행 방식은

위해 실시한 ESM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음과 같다.

따라서 실험 종료 후 실시된 사후 인터뷰를 통해

3.1 참가자

발견한 이 방법론의 장단점과 향후 연구에 참고할 수

실험 모집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졌고 총 18 가구를

있는 design implication 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집하였다. 리크루팅은 페이스북 등의 SNS 와 다음

2. 관련 연구

카페와

ESM 은 Csikszenmihalyi 와 그 동료들이 비침투적인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도록 개발한 방법론이다. [2,3] 기존 연구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TV 를 다섯 시간 이상 시청하는 가구로 최종 참가
가구를 결정하였다. 이 중 3 가구는 파일럿 실험을 위해
동원되었고 나머지 15 가구는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3.2 연구 도구

의하면 [7,10,11] ESM 은 해당 상황에서의 데이터
수집(in-situ data collection),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고(self-reported

같은

모집하였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일 평균

2.1 경험표집법과 사건-연계 프로토콜

직접

본 실험에선

behaviors),

장기적인

시간(long period of time)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중 해당 상황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건-연계 경험 표집법이 나타났다.
[7] 최근 들어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고 IFTTT 등
디바이스를 연동하는 플랫폼이 생겨나며 사건-연계
ESM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8]
Froelich 와 동료들은 MyExperience 라는 오픈 소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기반하여 사건연계 ESM 을 가능하게 하였다. [9] 또한 Ferreira 와
동료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ESM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인터랙션을 채집하였다.
[12]

TV 시청 행태를 in-situ 로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참가자 집에 방문하여 데이터 로거를 설치했다. 이
로거는 리모콘에서 방출되는 IR 신호를 수신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IR 값이 우리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할 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챗봇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가구원마다

Misfit 이라는 블루투스 기기를 착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로거에 블루투스 기기를 연동하여
참가자가 블루투스 신호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느 가구원이 현재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TV 시청의 사회적 맥락을 얻기
위함이었다.
챗봇은

Motion.ai

라는

상업적

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Motion.ai 는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2.2 챗봇

있는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TV 와 연동해야 하는 이

상업적 맥락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챗봇은

실험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챗봇의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챗봇을

구조와 대화 방식에 대한 묘사는 3.4 챗봇 디자인

고객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방법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활용하고 있다. [13] 최근 들어 챗봇을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14] 챗봇은 자동화되어 연구자의
개입이

불필요하고

참가자들의

친근감을

대화적
유발할

특성
수

때문에
있다는

실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챗봇이 사건-연계
ESM 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3.3 연구 진행
연구자들은 참가자 집에 방문하여 챗봇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가자의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미리
설치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TV 를 시청하면서
챗봇 메시지가 오면 응답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파일럿
실험은 일주일, 본 실험은 이주일이 소요되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건의 발생에 대한 원인 및 수반된 감정을 보기 위해

3. 방법

참가자가 특정 행동을 보일 시 챗봇이 전송되도록

우리는 사용자들의 TV 시청 행태를 알아보고 챗봇의

특정 채널을 5 분 이상 시청 (2) TV 를 보는 도중

ESM 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의 실험을

볼륨을 1 회 조정 (3) TV 를 보는 도중 볼륨을 5 회

거쳤다. 먼저 파일럿 실험을 통해 챗봇 ESM 에 대한

이상 조정했을 경우를 지칭한다.

연동하였다. 여기서 특정 사건이란 (1) TV 를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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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챗봇 디자인 방법
3.4.1

이것은 외출 시 블루투스 트래커를 착용하지 않는
참가자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챗봇의 성격

수단이 되었다.

우리의 챗봇은 기본적으로 인터뷰봇의 성격을 띄고

3.4.3

있기 때문에 초기 디자인은 공손한 존댓말을 쓰며

챗봇 대화의 중간 : 대화는 다양하게,
질문은 쉽고 간단하게

연구자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었다. (그림 1
좌측 이미지) 하지만 파일럿 실험의 사후 인터뷰 결과

챗봇의

연구원의 사진이 계속 스마트폰 화면에 등장하는 것과

다양하게 하고자 했다. 이것은 파일럿 실험 이후

지나치게

반복되는 말에 대해 지루하다는 피드백이 있었기

공손한

말투가

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져왔다고 나타났다.

대화가

이어지며

우리는

챗봇의

발화를

때문이다. TV 시청 시간이 많아 챗봇 답변을 여러 번

따라서 우리는 본 실험의 챗봇을 ‘맑음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대체하였다. (그림 1 우측 이미지) 웃는
이모티콘과 활발한 말투로 사용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답변을 반말로 유도하여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닌 편한 친구와의 대화로 느껴

했던 한 참가자는 챗봇의 질문을 정확하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 우리는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말투를 조금씩
달리하여

참가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챗봇의 질문을 참가자가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지게끔 하였다.

디자인하였다. 이 또한 파일럿 실험 이후 특정 질문들이
답변이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TV 시청의 목적’과 ‘TV 시청에 대해 만족/불만족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모호하다는 불만이
다수 등장했다. 본 실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주관식 답변과 객관식
답변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파일럿 실험의
주관식 답변과 객관식 답변의 비율은 40: 60 였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이를 30:70 으로 조정함으로서
쉬운 답변이 가능토록 하였다. 둘째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행동에 대해 답하도록 질문을 수정하였다. 이는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행동에 대한 답변이 더 간편하기

그림 1 참가자에게 발송된 챗봇 캡쳐본 (좌 : 파일럿 실험,

때문이었다. ‘TV 시청 목적’에 대한 질문을 이 두 가지

우 : 본 실험)

3.4.2

전략을 활용한 예시로 언급한다. 파일럿 실험에서 이
챗봇 대화의 시작 : 맥락 질문을 통한

질문은 “지금 TV 를 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라는

타당도 측정

다소 모호한 주관식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챗봇 대화는 답변 시의 맥락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가 얻는 데이터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챗봇의 첫 질문은 “지금
TV 를 시청중인가요?”였다. 첫 질문이 이 질문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TV 가 켜져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IR 신호에 에러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TV 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챗봇이 왔을 때 이를 무시해도 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지금 집에 누가 있나요?” 등 집안의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이 이어졌다. 비록 블루투스 트래커를

“지금 TV 를 어떤 형태로 보고 계신지 골라주세요.”
라는 객관식 요청으로 수정하였고, 보기를 “이 특정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다가 재밌어서”
“그냥 아무거나 틀어놨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TV 시청에
대해 만족/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볼 때 “영화
보는데 사운드가 영화관 같아” 혹은 “음식 소리가
먹음직스럽게 들리지 않아”와 같은 예시를 동반하였다.
이와 같은 예시를 열 가지 제작하여 그 중 한 가지씩
무작위로 발송되도록 하였다.

통해 누가 집에 있는지 데이터로 측정이 가능하였지만,
참가자의 답변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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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챗봇 대화의 끝 : 다음을 기약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몇몇 참가자에게

챗봇의 마지막 답변 또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감사해요~

챗봇은

담에

또

“이것저것
봬용!”이라는

말씀해주셔서
말로

대화를

종료하였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참가자의
동기 부여였다. Lindner 에 따르면 완성된 작업에 대한
감사는 동기 부여의 요인이 된다. [15] 이러한 동기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제가 먼저 퇴근을 하니까 딸이랑 같이 테레비 보고
있으면 와이프한테 이제 티비 켰냐고 카톡오고 한 적이
있어요, 이런건 좀 되게 유용했던거 같애요…(중략)…
집에서 티비를 켰구나 집에서 뭘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P02>

부여는 앞으로의 질문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하는

4.3 챗봇 발화의 단조로움

용도로 활용되었다. 또한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질문이 지속될 것임을 참가자에게

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먼저 챗봇의 질문이 너무

알릴 수 있었다. 이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인

단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실험에서 챗봇의 질문과

형태를 띄게 했다. 우리의 연구가 장기적이었기 때문에

예시를 다양화하고자 했지만 충분히 와닿지 않은

이러한 요소를 통해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의 참가자들 또한 질문의 순서와

유도하였다.

발언을 외우고 있을 정도였다.

4. 결과

“질문이 달랐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중략)…한
2~3 일 정도 계속 똑같이 말이 나오니까” <P01>

사후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챗봇에 대해 참가자들이

테마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두

“질문이... 너무 같은 질문이 반복 되잖아요, 뭐 예능
같은 경우는 어떤걸 중시하냐? 이런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P09>

가지 유형의 긍정적인 반응과 두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이는

반응이 나타났다.

다양화하더라도 질문의 핵심 요지와 순서는 동일했기

가졌던 반응을 알아보았다. 분석 방법은 Content
Analysis 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의 발언을

질문의

말투와

세부적인

디테일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자는 질문의 순서

4.1 챗봇의 성격
먼저 챗봇의 성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본
실험에서 변경한 챗봇의 모습과 성격, 그리고 대화하는
인터랙션 자체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귀엽다’ 혹은
‘재밌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설문할 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대화하는
방식이라서 나았던 것 같애요…(중략)…전 오히려
편했어요!
처음에는
존댓말을
했는데
…(중략)…맑음이가
대화
선택지에서
반말을
넣어주니까 편했구, 선택지 있는 것도 좋았어요.”
<P05>

자체를

랜덤화하는

방식으로

참가자가

느끼는

단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P09 가 느꼈던 “의무적인 답변”이 아닌 질 높은 답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4 지나치게 많은 발송 횟수
파일럿 실험에서 챗봇 발송의 시간 간격은 TV 가 켜져
있을 시 두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는 참가자들의 TV
시청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성격에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험

“귀찮았죠..하하 때로는 이게 의식하지 않고 왔을 때는,
왔나(보구나) 했는데 이게 한 3-4 일 지나니까 어휴…”
<Pilot 참가자 01>

참가자가 챗봇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차이가 높은

이 참가자는 하루 종일 TV 를 켜고 있었기 때문에

수집율과 질 높은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하루에 아홉 번까지 챗봇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때문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적당한 개수를 인터뷰를 통해

이는 향후 연구에서 챗봇 ESM 을 디자인할 시 챗봇의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하루에 2~3 번 챗봇을

4.2 가족과의 인터랙션 변화
다음으로 챗봇으로 인해 가족과의 인터랙션에 변화가
생겨났다는 반응이 있었다. 챗봇이 TV 를 켰을 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가구원은 챗봇을 받으면 누군가가 집에서 TV 를 시청

받는 것을 가장 적당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우리는 두
시간 간격이 아닌, 오전, 오후, 저녁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두 번의 챗봇이 발송되도록 로직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본 실험의 참가자들은 발송 횟수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자 또한 경험 채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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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연구 참가자들의 선호도와 연구 적합성을

interruptions from mobile devices. In Proc. CHI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2, ACM Press (2005), 909-918
5. Hudson, J. M., Christensen, J. et al. “I'd be

5. 논의점 및 결론

overwhelmed, but it's just one more thing to do”:

본 연구는 챗봇을 기반으로 한 사건-연계 ESM 을

availability

새롭게 시도하였고 참가자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봇의 퍼소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챗봇을

통해

가족

간의

sampling

method

to

7. Talmin C. Christensen, Lisa F. Barrett, Eliza
Bliss-

패턴의

Kaschub.

A

sampling

procedures.

표현하였고

질문의

횟수가

대해

지나치게

지루함을
많을

경우

Moreau,

Kirsten

Lebo,

practical guide

and

to

Journal

Cynthia

experience-

of

Happiness

Studies 4, (2003), 53-78.

피로함을 나타냈다. 이는 챗봇 디자인에 있어서 질문
유형과 표현의 다양성과 질문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ubicomp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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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evaluate

applications. Pervaise Computing 2,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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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research

6. Consolvo, S., Walker, M. Using the experience

생겨났고 안정감을 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대화가

in

(2002), 97-104.

인터랙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TV 에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 에

interruption

management. In Proc. CHI 2002, ACM Press

참가자들은 챗봇의 활발한 성격과 친근한 이모티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는 향후 다양한 맥락에서 개발될

and

8. Intille, S. S., Tapia, E. M., Rondoni, J., Beaudin,

시사한다.

J., Kukla, C., Agarwal, S., ... & Larson, K.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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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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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과 비인간 역할의 역설 : 드라마 <Human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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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프만은

무대에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연기자와 관객이 되어
사회라는

무대에서

연기자인

개인은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자아의 표현도 그 무대에
맞게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프만 이론에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특별하고 예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이 있다. 상호작용에 참여할지라도
연기자나 관객역도 맡지 않는 ‘비인간 non-person
역할’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로봇이 현대사회에서
비인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펼쳐지는 상황을
고프만의

이론을

기반으로,

그리고

영국드라마

<Humans>를 사례로 삼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드라마
<Humans>는 로봇이 인간의 생활에 개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고실험’의 드라마로
인간이 로봇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간들 간의 갈등,
즉 근대적 인간과 전 근대적 인간의 갈등을 잘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고프만 이론에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특별하고 예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이

있다.

상호작용에

참여할지라도

연기자나

관객역도 맡지 않는 ‘비인간 non-person 역할’이
그것이다(Goffman, 2016:192). 고프만은 비인간
역할의 유형 중에서 하인을 예로 이야기하는데 하인은
연기자나 관객 모두에게 '자리에 없는 사람 someone
who isn't there'(Goffman, 1959/1990:150-1)으로
취급된다. 하인에 대한 인식은 ‘낙인효과 stigma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낙인은 어떤 집단에서 한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역할로 한번 배역이
주어지면 그 배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Goffman,
2009). 때문에 중세시대 노예들은 자신들의 불편,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는 하인의 역할을

고프만은 하인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귀족 저택을 예로

수행하는 로봇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까지
드러남으로써 로봇을 둘러싸고 출현하는 인간 간의

들었다. 중세시대 귀족의 집에는 하인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갈등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또한 로봇이 왜 동경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어질러 놓은

대상이

것을 청소할 때도 비밀 출입구로 살짝 나와 청소를
해놓고 사라졌는데 고프만은 이것이 우리들 삶과

되는지

드라마를

통해

분석하고

4

차

산업혁명시대의 로봇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하인들은

그들만이

다니는

주제어

길이나 비밀 출입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남몰래
수행한다. 이는 과거 상류층이 노예를 투명한 존재로

고프만, 비인간 역할, 무대, 하인, 역할이론, 인공지능

여겼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시대 상류층은 노예

1. 서론 : 고프만의 역할이론

앞에서 노예를 평가하고, 여성이 흑인 노예 앞에서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부부침실에 물시중을 위해

고프만은 사회와 개인을 무대와 무대에서 연기하는

같이 재웠다. 이러한 예를 보면 노예는 전혀 의식되지

연기자로

않는 무관심의 존재였다(Goffman, 2016:193). 물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노예의 개념은 사라졌다.

비유하여

설명한다.

사회라는

무대에서

연기자인 개인은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자아의
표현도 그 무대에 맞게 요구된다(Goffman, 2006).
따라서 개인의 자아와 사회가 맺는 그 관계성은
중요하다. 사회의 요구와 타인 앞에서 개인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라는

그러나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비인간
역할을 하는 계급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고프만은
주장한다(Goffman, 2016:193-4). 예컨대 인간의
외로움을 보조하면서 돌봄 노동을 하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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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캐셔와 같이 단순 반복 대인서비스부터

아니타(젬마 찬)와 잠들기를 바랄 때 오히려 로봇은

마사지, 비서, 운전기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고프만은 버스기사까지 비인간역할의 예로 들고

아이에게 엄마가 재우는 것이 너에게 좋다고,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를 재우도록 부탁한다. 로봇으로 인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비인간 역할은 인공지능 로봇에

부모로서의 자리를 뺏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의해 대체되고 있다. 사실 현재 인공지능 로봇은
의사왓슨 같은 빅데이터 기반 지식노동을 대체하는

있다는 공감에 근거하여 엄마를 배려한 것이다.
아니타의 배려를 알게 된 로라는 고마움을 느낀다. 이

것에 많은 주의가 쏠리고 있지만, 점점 더 인간의

정도의 로봇이라면 같은 집에 살고 나의 가정과

일상에 개입하여 인간의 허드렛일과 어려운 일(hard
work), 그리고 감정서비스까지 대체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로봇을 인간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진 기계로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현재의 논의들은 로봇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그리고 있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과 공생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실제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갈등관계를 생성할 것인지 등 인간과 로봇과의
상호관련성을 다루는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비인간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전개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국드라마 <Humans>를 사례로 삼아
로봇이 인간의 정서에 개입하여 비인간역할을 수행할
때 인간과 어떤 관계를 생성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드라마

<Real

Human>을

원작으로 리메이크되었으며 "synths"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중화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생활에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고실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Human>에서는

인간성이

부각되는

돌봄

노동

서비스조차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근대적 인간과 전 근대적
인간의 갈등이 전개된다. 기술과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정서가

보다가 쫓겨난다. 이에 로봇의 주인은 인권침해로
고소하려 하지만 그녀는 변호를 받기보다 정신과
치료를 권유 받는다. 또한 로봇은 성 노예로 사용되거나
투견과 같이 그들을 때리고 부술 수 있는 클럽이 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로 사용된 후
폐기된다. 학대 받던 곳에서 도망친 로봇은
구출되기보다

고장으로

인식해

폐기된다.

로봇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입력된다. 때문에 범죄를
이러한 드라마의 사례들은 과거 노예가 있을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방영된 <Humans>는 2015 년에서
2016 년 시즌 1 과 2 로 각각 8 부작으로 구성된 SF
스웨덴

값을 지불해도 연극 공연을 관람할 수 없다. 몰래
들어가지만 로봇 출입 금지 규정이 있어 연극 공연을

저질러도 재판을 받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폐기된다.

2. 하인으로서의 로봇 <HUMANS>

드라마이다.

<Humans>에서는 하인으로 낙인찍힌 로봇은 공연

개입되는

분야까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고 그러면서 로봇을 기존의
인간과 완전한 경계를 긋는 비인간 역할로 낙인찍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튜링테스트나 중국어
방 사고실험을 통과한 로봇으로서 이성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서는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같이 정서를 느끼고 소통하며 공감까지
가능한 로봇이다. <Humans>의 로라(캐서린 파킨슨)의
아이가 엄마의 품보다 새로 구입한 인공지능 로봇

중세시대의 노예계급을 상기한다. 과거 상류층이
노예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들에게 혐오감을 드러냈듯
인공지능

로봇은

과거노예의

역할을

이어받으며

혐오감의 존재로 일상에서 인간에 의해 무시되는
것이다. 로봇이 감정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결핍된

욕망을

채우게

되고

그것이

하인노동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알파고가 이세돌과
경쟁할 때 인류는 이세돌을 응원했고 이세돌이 졌을 때
상심했다. 그 상심의 이유는 인간에게는 도구의 역할만
해야 할 로봇이, 즉 하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로봇이
인간을 이긴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이처럼 하인을
대하는

인간의

욕망은

자신은

하인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그들을 향한 멸시를 통해 자신의 우위를
표출한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느낀 감정과
인간을 어설프게 닮은 로봇을 보면서 느낀 불편한
감정은 로봇을 평등한 존재가 아닌 하인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인 역할은 중세시대에는 노예,
현대에는 돌봄노동을 하는 자들로 이어지고 그것이
로봇으로 교체하게 되는 것이다. 돌봄노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기에 감정까지 포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지배적 위치의 느낌을 제공한다. 한 비행사의 승무원
연수생들은 승객을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있는
지인처럼 생각하라고 훈련 받는다. 승객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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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돌봄으로써

승객들이

더욱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Hochshild, 1983). 그러나 지인이나

피트: “아냐, 있어. 저걸 들여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인간이라 완벽하지 않아. 다들 그렇고 원래
그게 맞는 거야.“

동생은 사실상 서비스의 제공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 감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감정제공의 일을 하나의 의무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승무원에게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요구되는데

그

미소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미소처럼 보이도록
수많은 훈련을 거친다. 때문에 일하는 동안 보인 친절과
미소는

스스로

느낀

것이라고

하기보단

훈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정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동안 노동에 맞는 자아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본래의 자아는 숨겨지게 된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하인노동은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이어지며 지배자의
권위, 지위에 따라 노동 또한 다르게 착취된다. 하인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만료되어 로봇을 반납해야
하지만 질은 로봇 사이먼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질: “얘 없이는 아무 데도 못가. 당신은 날 데리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았잖아. 사이먼과 다니면 걸어 다닐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말을 하면 화를 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하며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 …… 난 그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 있어. 난 그가 필요해. 제발 빼앗지 말아줘.”

노동을 제공하는 자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권력과 지배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승무원의
미소처럼 인간의 감정까지 노동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린

로봇이 동경의 대상이 되면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런 사실을 둘러싸고 사람들 간의 갈등은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게 여길

심화되기 시작한다. 독립을 추구하는 근대적 인간과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으로까지 이어질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책임을

공동체를 추구하는 전근대적 인간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로봇을 단순한 하인역할을

상류층으로 전가 할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각자의

하는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더 많은 소외의 결과를

변증법처럼 로봇의 서비스는 인간 간의 관계에
침투하여 그 관계의 속성을 바꾸는 변증법적 현상의

만든다(Hochshild, 1983).
그러나 <Humans>에서는 로봇을 둘러싼 또 하나의
경로가 형성된다. 인간은 로봇을 지배할 수 있고 로봇은
하인의 역할, 노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이때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로봇이라는 물질적 대상에게 그러나
하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알고리즘적 존재인
그들에게 동일시가 일어나고 동경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극 중에서 형사 피트(닐 마스켈)의
아내 질이 다리를 다쳐 보험으로 재활 도움 로봇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다. 젊고 잘생긴 남자로봇 사이먼은
질이 직접 걸을 필요 없이 언제든 안아 들어 친절하게
도와준다. 그러자 질은 피트에게 별거를 요구한다.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주인과

노예의

동인이 된다. 로봇 개발자들은 로봇을 외모와 신체적
능력을 인간보다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실상 하인로봇,
노예로봇인

감정로봇을

통해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 때문에 로봇을 마주하는
인간은 나와 분리된 객관적 대상이 아닌, 나의 욕망에
침투하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로봇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아 정체성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하인로봇'은
동일시하기가
더욱
쉽다.
<Humans>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외모와 행동을
따라 하면서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스스로 일찍 일어나 이불과 옷을 정리하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아이는 아이로서는 완벽하다.

질: “당신은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관계는 내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 우리 좀 떨어져 있자”

그러나 그런 아이의 행동이 로봇을 따라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이제 다르게 생각한다. 로봇을
하인으로 간주하는 부모들에게 로봇을 모방하는 것은

피트: “저 로봇이 무슨 말 했지?”

자신의 아이가 '하인화'하는 나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몇몇 부모는 인공지능이 없는

질: “사이먼은 이 일과 전혀 상관없어”

새로운 도시로 이사가려한다.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로봇을 모방하는 행위는 인공지능 로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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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인간들을 불편하게

일하는 로봇이었던 헤스터(소냐 캐시디)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다

인간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하인처럼 대우 받은 것 이라 말한다. 드라마에서 로봇이

3. 결론: 비인간 역할의 역설

오작동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로봇이 쉽게 하지만 계단
오르기와 같이 인간에게 쉬운 일을 로봇은 할 수
없다는 ‘모라벡의 역설 Moravec's Paradox‘이 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문명은 인간이 수행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감성적인 영역까지 로봇으로
대체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모라벡의 역설은
파괴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모라벡의 역설은
이제’비인간 역할의 역설‘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비인간 역할을 수행하던 로봇은 하찮은 존재가 아닌,
완벽하게 하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인의 비중만큼
일상의 영역에 침투한다. <Humans>에서는 로봇의
비인간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아이의 행위를
보여준다. 자신은 돌보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부모를
보며 감정표현을 부담스러워하게 된 아이 레니와
가족처럼 여겨지던 로봇이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자
감정소비를 피하게 된 소피의 행위들이다. 이 아이들은
'자기는

로봇처럼

자기

스스로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비인간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을 혐오하고 무시하기 보다는 그 역할을

일으키면

인간

관리자는

계단

밑으로

밀어버리고 수리할 수 없는 로봇에겐 염산을 뿌리거나
누가 가장 세게 때리나 내기한다. 이것들은 헤스터가
인간을 해치는 정당화의 이유가 된다.
서로 간의 무시와 혐오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사이의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들이
휴머노이드와의 ‘불쾌한 골짜기 uncanny valley'에
빠지는 이유도 인간과 닮은 모습에서 느끼는 불쾌감
때문이다(Mori,
2012).
그것은
로봇이
나와
평등하다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역할, 즉
비인간 역할과 하인역할로 대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연유한다.
고프만의 부재자 폄하 기법에 의하면 무대 뒤에서
하인들에
의한
폄하는
팀의
사기를
진작시킨다(Goffman, 2015:222). 때문에 무대 뒤
폄하는 각 집단 간의 대립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집단
내 폐쇄적 결속을 극대화 한다. 인간의 로봇에 대한
무시와 혐오는 인공지능 로봇들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를 강화시킬 것이고 그들의 잘못을 인간에게

모방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역이용 하는 것이다.

책임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인공지능

하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투명한 존재로 여겨지던
비인간 역할을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면 스스로

로봇들끼리 스스로 학습해 몰래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대화하다가 적발되어 강제 종료된 사례도 있다(권순걸,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할 수 있게 된다.

2017). 향후 로봇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인간대 기계의

<Humans>라는
인공지능로봇이

거대한
우리에게

사고실험의
던지는 문제는

장에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사회의 특정 상황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할 때,
인간들은 그것이 비인간역할이라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단정하지만, 기실 로봇은 오히려 그런 충실한
비인간역할 때문에 은연중에 비중 있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노예에 대한 무시와 혐오가 노예해방과
산업혁명을

불러일으켰듯이

로봇에

혐오는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에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한

무시와

심대한

영향을

폄하확대로 악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로봇
개발 과정에서 품위, 인정,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시스템
안에 입력하고 이것 또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로봇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로봇을
로봇으로부터 탈피시키려는 로봇개발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도

로봇을

효율과

효과의

측면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탈근대적
인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원태, 2015)
<멋진 신세계>에서 미래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올더스 헉슬리의 예견처럼 미래에는 인간임에도
인간적인 모습은 볼 수 없는 냉정한 세계가 될지도

비인간 역할의 온존은 폄하의 확대와 기초한 폐쇄적
연대를 강화한다. 고프만의 부재자 취급 방식에 의하면
하인역할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후면 영역에서 손님의
행동을 힐난하고 풍자하는 ‘은밀한 폄하(Goffman,
2015:217)‘를 수행한다. 드라마 <Humans>에서도
인공지능 로봇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 공장에서

모른다. '신세계'의 소마는 모든 부정적 감정을
밀어내고 모든 감정을 소마의 지배 아래 둔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만이 비춰진다. 이처럼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고립된 개인주의적 인간으로 변해감에 따라 인간
개개인은 상호교류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으로 변모한다.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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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감각적 쾌락만이 존속되고 무미건조한
분위기의 각박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 그래서 신세계의 소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직접 연결된다. 약은 약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약은 인간 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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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변화 분석을 통해 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대상 정보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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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세대별 시청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를
영상 속 색상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석해
냈다. 분석 대상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 즉 ‘초통령 콘텐츠’로 선정했다.
비교대상으로는 성인들이 보는 동일한 게임 콘텐츠
및 해외 게임 동영상을 살펴보았다. 영상을
0.025 초 및 0.5 초 단위로 끊어 프레임 별로 색상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콘텐츠에서 다른 그룹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0 년 후 사회를 끌고
나갈 2030 세대, 즉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눈 깜짝할 새 정보량이 변하는 콘텐츠에 익숙할
것이라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콘텐츠를 통한
세대 분석에 대해 지금까지 정보의 질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Shannon 이
논해온 바와 같이 미디어의 양적 측면을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술적으로는 머신러닝을
통한 세대별 타기팅 영상 자동 생성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초 근거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미래
세대의 콘텐츠 수용 및 소비 행동과 결합해 미래
연구의 방법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림 1.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를 0.5 초 간격으로 나눴을
때 볼 수 있는 장면의 변화(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 순)

영상의 프레임마다 색상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정보량의 변동으로 보았고, 그것이 세대별 정보
습득량의 차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미래세대(현 초등학생)가 보는 영상이 성인
연령대의 것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2.1 세대와 콘텐츠에 대한 연구
연령대별 시각 인지능력의 차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이미지의
차원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채는
감각이 다소 느린 편이고, 나이가 듦에 따라 시각
처리 속도 또한 상실된다는 것이다[9][12]. 그러나
현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정보량이 적은
영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만은 없다. 미국
어린이교육협회(NAEYC)는 유소년기에 스마트
기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인지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이의 발달 정도와
흥미 여부, 언어 능력에 따라 알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8]. 그만큼 어린 시절에 접하는
스마트 매체가 이들의 인지능력을 기성세대보다
더욱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색상 분석, 시각 데이터, 소셜 미디어 연구, HCI

1. 배 경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세대 갈등을 줄여갈 디지털
리터러시 및 세대 통합 콘텐츠에 대한 연구[2]나,
세대별 생애주기 분석을 통한 미래의 문화 수요 에
대한 논의[1]는 정책 설정 및 계획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대부분이 콘텐츠에서 다룰
‘내용’만을 다룰 뿐, 그 제작 방식이나 세대별
수용성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와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용이 아닌 콘텐츠의 정보 ‘양’에
집중했다. 정보를 비트(bit) 단위의 양으로 보는
뉴미디어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11]. 콘텐츠를
세대별로 분류해 모은 뒤,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색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했다. 이를 토대로 세대의
시각 인지 차이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2 색상 분석을 방법론으로 택하는 연구
본 연구에서 정보량 변화의 척도로 삼은 색상은
1970 년대에 의미론적으로 주목을 받았다[3].
인간의 말과 색채를 연결하려는 다양한 방법론이
나왔는데, 그림 색상의 k-means 값을 구해 군집을
만들고, 이를 단어와 짝짓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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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통령 주요 5 명의 영상 특성 (2017.11.10 기준)
도티

양띵

허팝

대도서관

악어

구독
수

193 만

177 만

162
만

160 만

121 만

장르

마인크
래프트,
일상,
먹방

마인크
래프트,
체험,
반려견

체험,
먹방

PC & PS4
게임,

마인크
래프트,
LoL 등

표 2. 수집 데이터 종류 및 속성 (2017.11.9 기준. MC 는
마인크래프트를, 각 평균치는 영상 한 개 당 평균을 의미)

영상 수

초등학생 대상

해외 MC

성인 대상

MC 콘텐츠

콘텐츠

MC 콘텐츠

15

15

10

3259

2199

5190

6 만 5179

4 만 3970

6 만 3800

23 만

945 만

8만

평균
프레임수
(0.5s)

다만 k-means 는 이미지 상 여러 지점을 잡은 뒤
색상의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소 왜곡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잡지 표지의
대표 색과 글자를 결합해 색상의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k-means 로 인해 색의 명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알고리즘적으로 보완해 보다
선명한 컬러 팔레트를 구성하기도 했다[7].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프레임 속 색상을 대표 색으로
뽑아내지 않고, 지정해둔 지점의 색상 변화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다. 데이터가 지닌 색채 특성상,
수치에 왜곡이 생기면 그룹별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평균
프레임수
(0.025s)
평균
조회수

3.1 영상 데이터 수집 및 분류
영상은 그룹 별로 15 개씩 수집했다. 검색 타깃을
정한 뒤 직접 유튜브에서 검색해 영상을 저장했고,
이후 프레임을 쪼개는 방법을 썼다. 조회수가
적어도 1 만 회 이상인 영상을 골랐고, 방송 업로드
시점은 2017 년으로부터 5 년 이내의 것을 모았다.
다만 국내 성인 대상 게임 유튜버의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중에는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영상의
수가 10 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그룹별 영상 수에 차이가 다소 발생했다.

Manovich 도 미술작품 속 색의 변화를 시계열로
살펴본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HSV(Hue,
Saturation, Value) 값을 활용하여 화풍의 연도별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13]. 본 연구는 화면에
비춰지는 색상 그 자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행
하므로 RGB(Red, Green, Blue) 값을 활용하였다.

영상의 재생 시간은 5~47 분 길이로 분포하며, 이
중 60%가 20 분 대이다. 전체 프레임의 수는 0.5 초
간격으로 할 때 영상 하나 당 평균 3300 여 개,
0.025 초 간격으로 할 때 영상 당 평균 5 만 6800 여
개가 생성됐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석을 위해 ‘초통령’을 검색해 나오는 상위
유튜버의 영상을 직접 수집했다(2017.11.9. 기준).
‘초통령’은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을 줄인 말로,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1 인 방송 콘텐츠
크리에이터(creator)를 의미한다.

3.2 색상 변화 분석 방법
기존 연구에서는 영상 속 사물 및 인물의 위치
변화나 모양 변화, 나아가 물체 자체의 움직임을
보는 등 이미지 속 객체에 중심을 뒀다 [6].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내용물보다 영상 자체의 변화에
집중했다. 따라서 같은 지점에 대하여 색상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그림 1>의
A 지점이 0.5 초 뒤 프레임에서는 어떤 색상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초통령 유튜버 상위 5 명의 영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샌드박스 장르의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다루는 방송을 중심으로
탐색했다. 먹는 모습을 중계하는 ‘먹방’이나,
유튜버의 일상을 다루는 채널은 대부분 진행자의
얼굴이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발화 위주로
방송되는 경향이 높다. 반면 마인크래프트는
방송의 초점이 게임 화면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 역시 게임 상황을 봐야하므로 보다
화면에 집중하게 된다. 시각적인 부분의 영향력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색상의 변화는 RGB 값으로 확인하였다. RGB 는
색상 공간상에서 적, 녹, 청 각각의 색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여 혼합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R,G,B 각각을 (x, y, z) 좌표로 하는 컬러
벡터 ∆"# 를 설정하고, 다음 프레임(i+1)으로

비교군으로는 마인크래프트를 다루는 해외 유명
유튜버의 영상과, 국내 성인 사이에서 유명한 게임
유튜버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수집했다. 같은
게임이라도 세대별로 어떤 색상 변화 차이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국내와
해외의 영상에 대한 시각적 차이도 살필 수 있었다.

진행됐을 때의 컬러 변화를 ∆"# = ∆"#$% - ∆"# 로
구했다. 이후 프레임 전수 N 개에 이를 때까지의
&-1
총합을 최댓값( i=1 max ( ∆,- ) )으로 나누어 해당
지점의 색상 변화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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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0.025 초 간격 색상 변화

색상변화도

초등학생 대상

해외 MC

성인 대상

MC 콘텐츠

콘텐츠

MC 콘텐츠

0.0280

0.0166

0.0226

표 4. 0.5 초 간격 색상 변화

색상변화도

그림 2. 화면의 색상변화를 확인할 고정점 네 개(A,B,C,D).

이때 | ∆"# |는 정보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했다.
색상의 변화를 정보의 변화량으로 본 것이다.
고정점 하나의 컬러 변화 비율 수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색상 분석 지점으로는 영상 속 시각이 집중되는
소실점 (Vanishing points)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면 전체에 집중했다.
소실점은 주로 자동으로 사용자의 사진을 똑바르게
교정한다거나[4], 자율 주행차의 전면 카메라의
목표지점을 정할 때[10] 주로 활용되는데, 모두
구체적인 사물과 선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다룬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타깃 사물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진행자의 시선
이동도 잦아 소실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Z=

=

MC 콘텐츠

0.1354

0.1020

0.0685

4. 결론 및 의의
연구 결과, 색상이 1/2 초, 1/40 초 사이에 변하는
정도는 초등학생이 즐겨보는 콘텐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눈 깜짝할 새 변하는 정보의 양이
어린이들의 영상에서 더 많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막연히 초등학생 눈높이로
만들면 팔린다는 초통령 콘텐츠의 노하우가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화면 전체의 픽셀을 모두 분석해 색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픽셀 !",$ 가 (m,n)만큼 분포한 영상에 대해 전체
색상의 변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식을 쓸 수 있다.
%
"=1

성인 대상

콘텐츠

영상은 25ms (1/40 초)와 0.5 초 간격으로 프레임을
분할해 분석했다. 변화 비율이 1 에 가까우면
그만큼 변화가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 색상 변화는 다른 그룹에 비해 모두
컸다. (<표 3>, <표 4> 참조.) 0.5 초 간격일 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소재 콘텐츠의 두 배
가량의 정보량 변화를 보였다. 또한 해외의
콘텐츠보다도 상대적으로 화면 속 색상 변화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5 3×(3-1)

(
$=1

해외 MC

MC 콘텐츠

3.3 색상 변화 분석 결과

(0≤ "# , %# , &# ≤ 255)

(
%
$=1 "=1 !",$
(
%
$=1 "=1 !%)*

초등학생 대상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콘텐츠의 시각 정보를 양으로서
다루며 시청자의 인지적 속성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Shannon 식, 나아가 Manovich 식 미디어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보의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이를 받아들이는 세대의
성향을 탐구하는 융합적 색깔도 짙다.

2-1
1=1 |∆./",$ *1|

%×(

(1 ≤ #$,& ≤ '×), 1 ≤ * ≤ ', 1 ≤ + ≤ ))

또한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사용자에 따른
수용성(acceptance)을 결정짓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AI 가 세대
맞춤형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요소별
탐구(feature engineering)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화면 중앙부의 점 네
개를 표본으로 정해 분석했다. 3D 비디오 게임에서
아이트래커(eye tracker)를 활용해 시각적 주목도를
살핀 연구에 따르면 FPS(First-Person Shooting
game) 장르처럼 아바타가 따로 등장하지 않는
1 인칭 시점 게임에서는 화면 중앙에서 시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5]. 본 연구의 데이터도 1 인칭
시점의 화면을 주로 보이므로 색상 분석용 고정점
또한 화면의 중앙으로 삼았다. 다만 실제 화면
정중앙에는 영상 속 기준을 뜻하는 크로스(+)
표시가 계속 위치하고 있어서<그림 2>와 같이 영상
프레임을 9 등분한 뒤, 중앙에 있는 사각형의
모서리 네 개를 고정점 A, B, C, D 로 설정하였다.

산업 및 정책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새 시대의
사용자로 설정하고 그의 경험을 연구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다
거시적으로 세대 연구가 필요한 정책 영역에서는
교육이나 정책 홍보 등에서 활용될 여지가 높다.
또한 타깃을 넓게 잡아야 하는 기업 광고나 올드
미디어에서도 기존의 틀을 변화시킬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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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ing, ICIP, IEEE (2014), 34793483.

연구상 한계도 있다. 먼저 영상의 수가 적다. 인지도
있는 영상을 수집하다 보니 같은 장르별로 모을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한정됐다. 해당 게임 장르가
초등학생 세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게임 종류로 치면
오버워치나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취향에 따라
그 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또한 연령대별로 시청이
통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성인으로 한정한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초등학생이 보지 않는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청소년기에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른바 또래 문화를 토대로, 향후에는
초등학생을 직접 만나 서베이 및 행동 분석을 거쳐
주요 콘텐츠 소비 행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5. Magy Seif El-Nasr and Su Yan. Visual Attention
in 3D Video Games. Proceedings of the 2006
ACM SIGCH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er
entertainment
technology, No. 22 (2006).
6. DW Gillespie et al. Object position detector with
edge motion feature and gesture recognition.
US Patent 5,880,411 (1999).
7. Ali Jahanian, Shaiyan Keshvari, S.V.N.
Vishwanathan and Jan P. Allebach. Colors –
Messengers of Concepts: Visual Design Mining
for
Learning
Color
Semantics.
ACM
Transactions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TOCHI), Vol 24, Issue 1 (2017).

초통령 콘텐츠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음성이었다. 빠르게 변하는 이미지만큼 음성 또한
타 콘텐츠에 비해 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또 훨씬 다양한 톤을 보였다. 후에는 음성과 이미지
색상을 연계해 이를 정보 변화량의 척도로 삼고,
분석 범위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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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에

요약문

육박하면서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부모와의 단절을 겪는 자녀가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이

집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을

맞벌이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홈 환경 아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매개로

하여

느끼는

외로움의

어린

자녀가

집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컴패니언봇(Companionbot)을

아동이

가구의

필요하다.

정도를

추정하는 프레임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Physical

Sensing’과

‘Human-Aided

2. 이론적 배경

Sensing’의 두 가지 모듈을 정의하고, 각 모듈에서

‘외로움’은

사용할 센서(sensor)와 피처(feature)를 기존 문헌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Physical Sensing’에서

측면에서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이다.[5]

얻은 ‘행동 피처’만으로는 불충분한 외로움 추정

Weiss 는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형에, ‘Human-Aided Sensing’에서의 사람의 도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기반의 ‘표현 피처’를 추가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붕괴될

높이려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외로움은

프레임을 활용하여, 집 안에서 아동의 외로움 정도를

Russell 의 UCLA 외로움 척도와 같은 설문조사로

추정할 수 있는 컴패니언봇을 제작하려 한다.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7] 하지만 설문조사는
많은

때

나타나는
개인의

문항으로

현상으로

주관적인

이루어져

해석하였다.[6]

경험이기

있기에

때문에

번거롭고,

실시간으로 사람의 상태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주제어

최근, 사람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로움,

외로움의 정도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홈,

컴패니언봇,

아동,

Physical

스마트폰을

Sensing, Human-Aided Sensing

기반으로

사람의

활동,

수면

시간,

이동하는 위치를 파악하여 외로움의 정도를 추정한
연구가 있다.[8] 노인의 걸음 속도, 집 밖에서 보내는

1. 서 론

시간, 전화 통화의 양, 컴퓨터 이용 시간 등을
활용하여 외로움을 추정한 연구가 있다.[9]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43.9%로, 매년

하지만 기존 연구는 여러 대의 기기가 집 안 곳곳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 맞벌이 부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

문제이다.[2]

부모의

설치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천장이나 복도에

사회생활로 자녀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한계로, 개인의 집이 아닌 공동

길어지고, 애착 대상인 부모와의 대화 부족으로

시설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정신적 소외감, 즉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3] ‘집’은
안정감을 비롯한, 개인의 정서적 부분을 채울 수 있는

3. 연구 목표

중요한 의미의 공간이다.[4] 하지만 현대 사회의
자녀들은 집에서 애착 대상인 부모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우리는 집 안에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애착과

컴패니언봇(CompanionBot)과

친밀감을 얻지 못하면,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아동의

인터랙션

과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장기

감정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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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그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환경에서

아동의

외로움

걸음 속도를 추정하던 기존 연구에서는 카메라

정도를

기반의 모션 센서나 키네틱 센서를 활용했던 경우가

컴패니언봇을 통하여 추정하는 연구의 프레임을

다수였다.[11][12] 하지만 집 안에서 카메라 센서의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용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의 거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 센서로 진동을 감지하여 사람의 걸음걸이 및

4. 센싱 모듈
본

논문에서는

속도를 추정한 연구가 있다.[13] 우리는 컴패니언봇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를

안에

컴패니언봇과 IoT 플러그로 한정하려 한다. ‘Physical
Sensing’과

‘Human-Aided

Sensing’으로

내장될

‘마이크

센서’와

‘사운드

센서’를

이용하여, 집 안에서 아동의 걸음 활동으로 생긴

모듈을

발자국 소리 데이터에 의한 ‘걸음 속도’와 ‘걸음

나누어, 각 모듈의 특성에 맞는 외로움 추정 관련

세기’를 “행동 피처”로 추출하고자 한다.

피처(Feature)를 얻고자 한다.

낮은 주파수로 이루어진 걸음의 진동을, 청진기의
멤브레인으로 증폭시킨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13],

4.1 Physical Sensing 모듈

'마이크 센서'와 '사운드 센서'에 각각 '멤브레인'을

‘Physical Sensing’은 ‘집 안에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5

붙여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탁자에서

활동과 집 내외부의 환경에 대한 “Physical Sensor”의
센싱으로,

외로움과

상관관계가

있는

번의

두드림을

주었고,

0.001

초의

단위로

'멤브레인을 붙인 마이크 센서'와 '멤브레인을 붙인

“행동

사운드센서'로 얻은 데이터는 아래 그림 2 와 같다. 두

피처(Behavior Feature)”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가지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걸음의

그림 1 은 외로움 정도를 추정하는 Physical Sensing

속도와 세기를 구할 계획이다.

모듈의 구성요소를 담은 도식으로, 구상 중인 각
“Physical Sensor”와 “행동 피처”의 관계를 화살표로

그림 2 취득 데이터

표기하였다.

그림 1 Physical Sensing 구성요소

‘걸음 속도’, ‘걸음 세기’

‘가전 기기 사용 시간’

노인의 집 안에서의 걸음 속도와 외로움의 관계를

집 안에서 가전 기기를 사용하는 행동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기존 문헌이 있다. 외로움과

도출하려 한 논문이 있다.[9] 이는 사람의 활동을

컴퓨터 사용 시간의 관계[9], 외로움과 거실에서

걷기, 뛰기, 멈추기로 정리하여 외로움의 정도를
추정하려

했던

기존

연구와

같은

TV 를 보는 시간의 관계[14]에 대한 연구가 있다.

맥락으로

보인다.[10] 하지만 기존 연구는 천장이나 복도에

우리는 최근 보급화된 ‘IoT 플러그’를 활용하여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실제 가정에서

아동의 ‘가전 기기 사용 시간’의 “행동 피처”를

활용하기가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TV 사용 시간’,

어렵다.

혹은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수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컴퓨터

못한 활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화하여 피처로 추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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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독시간, 주변 밝기

그동안 음성 형태로 스트레스나 무드를 측정하는
연구는 다수 있었다.[16][17] 하지만 기본 감정

추가로, ‘조도 센서’, ‘온도 센서’, ‘초음파 센서’,

6 가지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외부 API’를 활용하여, ‘집 안 조도’, ‘집 안 온도’,

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비교로 감정을 분류하고

‘외부 온도’, ‘외부 날씨’를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이다.

있다.[18]

이로써 아동이 부모의 통제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인
‘무감독

시간’과

‘주변

밝기’의

“행동

우리는 음성 형태를 “Human-Aided Sensor”인

피처”를

마이크 센서를 통하여 얻으려고 한다. ‘Russell 의

추출하고자 한다.

감정

차원

모델’의

두

축인,

‘각성(Arousal)’과

‘정서가(Valence)’로 음성 형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4.2 Human-Aided Sensing 모듈

있다.[19] Python

‘Human-Aided Sensing’은 ‘컴패니언봇과 아동

기준으로 음성 데이터를 감성 인식 솔루션으로

사이에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부여하여, “Human-

활용한 PyaudioAnalysis 라는 모듈이 있다.[20]

Aided

만들어내는

PyaudioAnalysis 는 독일어 기반의 EmoDB 를

말소리에서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에서 외로움을

사용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1] 하지만 언어

추정할 수 있는 “표현 피처(Expression Feature)”를

별로 감정에 대한 데이터는 유사하게 활용할 수

추출하는

‘Human-Aided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다.[22] 우리는 ‘각성’과

Sensing’에서는 컴패니언봇과 아동의 인터랙션(HRI)

‘정서가’로 “표현 피처”를 뽑아, PyaudioAnalysis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말소리를 센싱 하게

모듈의 방법을 활용하려 한다.

된다.

Sensor”의

과정’을

센싱으로,

말한다.

‘Human-Aided

아동이

즉,

Sensing’은

환경에서

‘각성’과

‘정서가’를

‘Physical

Sensing’에서 추출한 정보 만으로는 불충분한 외로움

5. 연구 프레임 정립

추정 모형에서,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한 시도를 말한다. 그림 3 은 외로움

앞서 제시한 ‘Physical Sensing’과 ‘Human-Aided

정도를 추정하는 Human-Aided Sensing 모듈의

Sensing’ 두 모듈을 활용한, 전체적인 연구 프레임은

구성요소를 담은 도식으로, 구상 중인 각 “Human-

아래 그림 4 와 같다.

Aided Sensor”와 “표현 피처”의 관계를 화살표로
표기하였다.
그림 4 연구 프레임

그림 3 Human-Aided Sensing 구성요소

‘각성’, ‘정서가’
음성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음성 자체의 소리적
특성을 이용한 톤, 피치, 포만트 주파수, 말의 빠르기,
음질 등의 '음성 형태'를 활용한 방법[15]과 둘째,
‘Physical Sensing’ 영역에서는, 집에서의 아동의

'사용한 단어'에서 내용을 분석하여 감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말소리를 STT(Speech to Text)로

활동이나

환경에서

가공하면 사용한 단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음성

Sensor”를

통해

나온

센싱

“행동

데이터를

한다.

“Physical

여기에서

피처(Behavior

발생한

인식률 자체가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데이터에서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짧은 문장이 아닌 맥락을

선별하여, 외로움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Feature)”를

분석할 수 있는 긴 문장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들어, 아동이 집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따라서, 사람의 말소리에서 톤, 피치, 빠르기 등의

행동인 걸음은 “Physical Sensor”인 ‘마이크 센서’,

‘음성 형태’를 연구의 개념으로 가져가려 한다.

‘사운드 센서’로 센싱 되어, ‘걸음 속도’, ‘걸음 세기’의
“행동 피처”로 외로움 정도 추정의 자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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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hysical Sensing’만으로 외로움의 정도를
추정하기에는

정확도가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의 산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외로움

우리는

측정 및 해소에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노인을

‘Human-Aided Sensing’을 활용하여, 외로움 정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는 사용자를 맞벌이 가구의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한다.

아동이

아동으로 제안하여,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외로움에

컴패니언봇과

대화하여

발생하는

음성

형태를

대한 새로운 연구로 확장시켰다. 또, 실제 가정

“Human-Aided Sensor”인 마이크 센서로 획득하면,

집에서의 개발할 컴패니언봇의 장기 실험 및 범용성,

“표현 피처(Expression Feature)”인 ‘각성’과 ‘정서가’

그리고 향후 실제 사업성을 고려하여, 가정 내

추출된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였다. 보다

이로써

아동의

“행동

피처”와

“표현

보편적인 방법인 카메라 센서를 통한 센싱은 일체

피처”로

배제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외로움의 정도를 추정하는 연구의 프레임이 갖춰지게

센서를 구성하였다.

된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WIP(Work In
Process)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제시된 결과가 향후

6. 결론 및 의의

연구에 대한 가능성 탐구 및 연구 프레임 정립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문헌조사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환경 아래 맞벌이 가구의

장기 연구의 프레임을 도출하였으며, 전체 연구의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컴패니언봇과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가

인터랙션 과정에서 ‘Physical Sensing’과 ‘HumanAided

Sensing’

두

모듈로

도출하는

된다.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Physical
Sensing’과 ‘Human-Aided Sensing’ 모듈을 적용한

‘Physical Sensing’은 집 안에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컴패니언봇을 제작하려 한다. 두 모듈에서 발생하는

활동과 집 내외부의 환경에 대한 “Physical Sensor”의
센싱으로,

외로움과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활용한 외로움

“행동

예측 모형을 구출할 예정이다.

피처(Behavior Feature)”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Human-Aided Sensing’은 컴패니언봇과 아동의
인터랙션(HRI)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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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표정표현만을 평가 항목으로 할 경우, 사회지능

본 연구는 사회지능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표정

결과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추후 표정표현 평가에서 검사 항목을 강화하여

인지와 표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0 대에서 40 대 사이 726 명을 대상으로 ‘사회지능-

표정인지 평가와 함께 정량적인 사회지능의 측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정인지-표정표현’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무표정,

주제어

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경멸에 대한
표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표정인지 평가는 제시되는

사회지능, 표정인지, 표정표현

표정과 일치하는 감성 어휘를 선택하는 객관 설문
결과가 수집되었으며, 표정표현 평가는 웹캠을 통해
취득하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각 표정 별 근육

1. 서 론

움직임의 특징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인지한다.
유아기부터 성장과정 동안 겪는 대인관계는 성격과

인간은 수많은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 속에서

평가 결과, 표정 평가에서 계산되는 7 가지 표정
스케일에 맞추어 사회지능 점수결과를 7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평균

점수로

지능

상관분석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1]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형성된다. 사회성은
대인관계의 원만성과 사회적응 능력을 의미하며,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능이 높은 그룹일수록
표정인지 점수가 높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이는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확인하였다(p < .01). 표정표현은 모든 표정 결과를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인지함으로써 현명한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인 사회지능으로 정의된다[2]. 감정에

합산한 점수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복한 표정의 표현에서 사회지능과의 유의성이

대한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확인되었다(p < .05). 반비례적 패턴을 가진 분노와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삶의 질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3]하는 반면, 정신적 병리가 있는

공포 표현을 제외한 행복, 슬픔, 놀람, 혐오,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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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고 특히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사회성이

국내에서는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떨어지는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4]. 이러한 개인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외국어로 된 원본

정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비언어적 표현은 얼굴 표정이다[5]. 얼굴의

문항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총 21 개 문항 중 18 개 문항에서 유의성이

표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에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확인되었다[9,10].

띄는 표현이며 소통을 할 때에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다. 따라서 얼굴 표정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영역에 해당하는 6 개 문항을 7 점

중요한

정확한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사회지능 점수로 해석하였다.

정서인지는 정신건강과 사회적응력, 대인관계의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3]. 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각 문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종종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사람은 표정인지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4,6].

보고 놀란다. 2)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요소이며

얼굴

표정을

통한

종종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 같다. 3) 나는 가끔
사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지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평가를 이용하였다.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The

Tromso-Social

4) 나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intelligence

때가 있다. 5) 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종종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scale)에서는 사회지능을 판단하는 영역을 3 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중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사회적

인식(social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awareness)’으로

2.2 표정인지/ 표현 평가

규명하였다[7]. 사회지능을 평가하는 기존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평가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 표정인지 평가

연구로 타인의 표정을 보고 인지하는 능력을 함께

표정인지 평가는 6가지 기본감성[11]을 기반으로

파악하였다[8]. 그러나 사회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제시되는 8가지 표정(무표정, 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경멸)에 대한 인지 평가를

대한 감정의 인지로써, 표정의 표현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 표정의 표현은 타인을 보고 얼마나 그

실시하였다. 그림1과 같이, 제시되는 표정사진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알맞은 감성 어휘에 해당하는 답안을
선택하며 정답을 맞춘 표정에 대해 총점 평균을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사회지능 측정을 위해 자기보고식 평가와

계산하여 표정인지 점수로 해석하였다. 이때,

함께 표정인지, 표정표현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지능

무표정은 기본적 표정인지로 간주하고 나머지

검사 결과를 실제 개인의 인지, 표현 능력과 비교하여
트롬소 사회지능 평가 척도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타인의

7가지 표정에 대한 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지능과

표정인지, 표정표현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표정인지와
표정표현만으로 정량적인 사회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사회지능 평가
사회지능 평가는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평가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트롬소

그림 1 표정인지 평가 UI

• 표정표현 평가

사회지능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사건으로 인해 놀라는 경향에 대한 사회적
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와 새로운

표정표현 평가는 무표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7가지 감성(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경멸)을 표현하게 하였다. 웹캠을 통해 피실험자의

사회상황에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타인의 행동과 기분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인식(Social

얼굴을 취득하였고 얼굴의 외곽, 눈, 코, 입 등을
트래킹하는 Visage 라이브러리를 시스템에
사용하여 얼굴표정의 움직임을 파악하였다[12].

awareness)’의 3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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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은 각 감성이 가지고 있는 얼굴 근육
움직임의 정확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으며, 총점

이러한 패턴을 그룹화하여 행복, 슬픔, 놀람, 혐오,
경멸을 그룹 1 로 묶고 분노와 공포를 그룹 2 로

평균을 표정표현 점수로 해석하였다.

묶었을 때, 각 그룹의 패턴이 가지고 있는 결과와
사회지능 점수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룹 1 에 해당하는 표정표현과 사회지능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룹 2 에 해당하는
표정표현은 계속해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표 1. 사회지능 점수 – 표정표현, 표정인지 점수 분석결과

r

상관관계

p

그림 2 표정표현 평가 UI

표정인지

.924**

.003

2.3 피험자 및 실험장치

표정표현

.563

.188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 년 6 월부터 2017 년

표 2. 사회지능 점수 – 표정 별 표정표현 점수 분석결과

9 월까지 한국 잡월드에서 전시하고 감성과학
40 대 사이의 관람객 72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순서는

‘사회지능검사

–

표정인지검사

r

상관관계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10 대에서
-

표정표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표정표현검사는

행복

.781*

.038

슬픔

.697

.082

분노

프로그램에 탑재된 Visag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웹캠으로 얻은 피험자의 7 가지 표정을 평가한 결과가

p

-.731

.062

놀람

.686

.089

수집되었다[12].

혐오

.740

.057

3. 연구결과

공포

표정인지와 표정표현 평가에서 수집되는 7 가지

경멸

-.432

-.333

.728

.063

표정검사에 따라 사회지능 점수 또한 그 스케일을
표 3. 사회지능 점수 – 표정 별 표정표현의 그룹화

맞추어 7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룹 1

비교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1 을 사용하여

P

.811*

.027

(행복+슬픔

실시하였다.

+놀람+혐오

상관분석 결과 7 그룹간 사회지능 점수는 표정인지
점수와의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표정표현

+경멸)

점수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표정표현에서의 결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그룹 2

위해 추가적으로

r

상관관계

총 726 명의 사회지능 점수에 따라 1 그룹(최하)
~7 그룹(최상)으로 나뉘었으며, 각 그룹 간의 평균을

-.571

.180

(분노+공포)

표현검사에서 수행한 7 가지

표정(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경멸) 결과에

4. 결론

대해 사회지능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표정표현검사 결과에서 표정별로 사회지능 점수와의

연구는

이외에도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행복 표정에서 사회지능
점수와의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슬픔,

사회지능
표정인지와

평가를

자기보고식

표정표현

검사를

평가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모든 피험자에게 사회지능, 표정인지,

놀람, 혐오, 경멸 표정은 사회지능 점수와 양의

표정표현 평가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각 평가 결과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정 표정인 분노와 공표 표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정인지는 이전
연구에서 진행된 사회지능과 표정인지와의 관계를

경우에서만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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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 할 수 있는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사회지능이
높을수록
표정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2. Thorndike, E. L. Intelligence and its uses.

확인하였다(p < .01). 이는 얼굴 표정을 통한 정확한

3. DePaulo, B. M. Nonverbal behavior and self-

Harper's magazine 140 (1920), 227-235.

정서인지가 정신건강과 사회적응력, 대인관계의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를 뒷받침 하는
결과로

확인된다[3].

표정표현에서는

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2)

(1992), 203.

사회지능이

4. Celani, G., Battacchi, M. W. & Arcidiacono, L.
The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meaning of

높을수록 그룹 1 에 해당하는 행복, 슬픔, 놀람, 혐오,
경멸 표현 능력은 높지만, 그룹 2 에 해당하는 분노와

facial expressions in people with autism. Journal

공포 표현 능력은 떨어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9(1)

표정을 인지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지능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타인의 감성을 잘 인지하지만, 표현하는

(1999), 57-66.

과정에서는 특정 표정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5. Baron-Cohen, S., Campbell, R, Karmiloff-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정표현 평가를
통해 사회지능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사회지능과

Smith, A, Grant, J., & Walker, J. Are children

반비례 관계를 가진 분노와 공포의 표현을 평가

with autism blind to the mentalistic significance
of the ey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문항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결과를 반대로 해석해야

Psychology, 13 (1995), 379-398.

한다.

6. Hofer, A., Benecke, C., Edlinger, M., Huber, R.,
Kemmler, G., Rettenbacher, M. A., ... &
Wolfgang Fleischhacker, W. Facial emotion

본 연구에서는 표정표현을 개인의 표현능력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표정의 변화가 매우 적은
사람의 경우 그 해석이 미미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표정표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recogn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ymptomatic,
subjective,
outpatients

보였던

그룹 1 의 표현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and functional
with
chronic

outcomes in
schizophrenia.

European Psychiatry 24(1) (2009), 27-32.

그룹 2 의 표현 점수 패턴을 확인하면 사회인지
평가와 함께 그룹별 사회지능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7. Silvera, D. H., Martinussen, M., & Dahl, T. I.
The Tromso social intelligence scale, a self-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report
measure
of
social
intelligenc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2 (2001),

표정표현의 평가 결과를 더욱 정량적으로 발전시키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7 가지 표정표현을 같은

313-319.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의 성격에 따라

8. Jiaqing Chen. Face recognition as a predictor of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계산의
알고리즘 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7 가지

social cognitive ability: Effects of emotion and
race on face processing. Asian Journal of Social

표정표현 중 다른 패턴을 보인 분노와 공포의

Psychology 17 (2014), 61-19.

표현능력이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표정인지와 표정표현

9. 박성원.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능력으로부터 개인의 사회지능을 추론하기 위해 전체

검증-국내

데이터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표정검사를 통해
사회지능을 추론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정신간호학회지 16(2) (2007), 190-197.

표본을

중심으로.

10. 신철 & 황성혜. 호텔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사회적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4(6) (2010), 4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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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했기에, 사람들은 이제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

요약문

의자는 ‘B’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근 뉴스는 인터넷, 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건과
사고를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신속한 뉴스는

그런데, 사람들은 정정 정보를 확실히 보았음에도,

정확하지만,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전에 신뢰를 잃은 오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정보가

생각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2]에 의하면,

발생한다.

이러한

신뢰를

잃은

정보는

나중에

사람들이 정정 메시지의 내용을 기억했을 지라도,

정정되지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전의 잘못된

해당 뉴스에 대한 추론 질문에는 오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정 메시지 전략을

지속적인 영향 효과(Continued-Influence Effect on

알아보고자 한다.

Misinformation)’[1], [3] 라고 하며, 이는 신뢰할 수

대한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개인적으로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서 론

[1]에 의하면, 1988 년 영국에서 아이들의 백신

우리는 인터넷과 앱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를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접종과

인공지능

뉴스

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했다. 오정보를 기반으로

g.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는 사용자의

한 의사결정은 사회적 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청에 따라 뉴스를 찾아주고, 사용자의 관심사에
뉴스

있다는

년대 초반까지 영국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꺼려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대화형 에이전트(e.

또한,

관련이

자폐증은 상호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2000

촉진할 뿐 아니라, 더욱 빠르게 속보에 접근할 수

추천한다.

자폐증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의 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

에이전트와 챗봇(chatbot)은 능동적인 뉴스 소비를

뉴스를

‘오정보에

오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

기억, 챗봇, 뉴스 챗봇

맞게

이를

재료로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말한다.

오정보, 정정 메시지, continued influence effect,

확인할

보였다.

있는 정보가 있음에도 신뢰를 잃은 오정보를 추론의

주제어

쉽게

경향을

손실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탁월한 기능이

챗봇(e.g.

더이상

‘Quartz’)은 사용자와 대화 중 최신 뉴스를 요약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전의 허위 광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관심을 표하면 추가적으로 관련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뉴스 링크를 제공한다.

비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정정 메시지 제공

대부분의 뉴스는 정확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전략이 필요하다.

보도할 때는 사건의 원인이나 경위가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정정 메시지 전략 중 하나는 대안적

변한다. 예를 들어, 절도 사건의 용의자 ‘A’가 더이상

원인(alternative causal)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범인이 아니라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유력한

것이다. [4]에 의하면, 비합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용의자는 ‘A’에서 ‘B’로 변하게 된다. [1]에 의하면,

이유는 사람들이 정정 메시지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용의자가 ‘A’라는 정보는 이제 신뢰를 잃은 오정보

발생 원인에 공백(causal gap)을 느끼기 때문이다.

(misinformation)가 되고, 용의자가 ‘B’라는 정보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라도 발생 원인에 공백을 채워

정정(correction) 정보이다. 용의자가 ‘A’에서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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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를 차용한다. 이는 추론

misinformation)가

질문에 응답할 때 오정보 자체가 거짓이기에는 너무

오정보(explicit misinformation)가 제공 될 때 보다,

매력적인

더욱 정정 메시지에 대한 저항도가 높았다. 이는

설명거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건 발생 원인에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암시적으로

제공될

오정보가

때,

제공되면,

명시적인

나중에

정정

대안적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볼지라도 오정보를 기준으로 사고 하는

오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것을

기존 연구들은 효과적인 정정 메시지가 제공되면

오정보 보다 암시적인 오정보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오정보에 기반한 추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만,

특히 암시적인 오정보에 효과적인 정정 메시지

오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없다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6]. 이는

의미한다.

실생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2.2 Social & Memory

오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 메세지 내용 그 자체 뿐
아니라 메시지 이외의 요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할 지라도, 메시지

있음을 시사한다.

제공자의 메시지나 상대방의 기억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8]에 의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기존 연구는 정정 메시지 제공 시간이나, 오정보 유형

기억에 영향을 받아 오기억을 생성한다. 또한, [9]에

등 뉴스 메시지에 국한되어 살펴 보았을 뿐[5], [6]

의하면,

메시지 제공자의 영향은 간과되어 왔다. 메시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대화형
따라서,

능동적으로

동조

패러다임(memory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수용할 때 기억의 정확성을 떠나 social

에이전트가 등장하며 뉴스 분야에서 높은 인터랙션이
있다.

기억

conformity paradigm)에 따라 본인의 파트너 기억에

수용에는 메시지 내용 뿐 아니라 메세지 제공자 또한

요구되고

사람들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뉴스 챗봇 상황에서는 오정보에 대한 추론 정도를

상호작용하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시지

낮추기 위해 메시지 제공자인 챗봇 에이전트의 social

제공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메시지 제공자 유형과 오정보

Social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수준을 나눌 수 있다. 직접성이 높은 방식은 면대면

para-social 방식과 작성자를 표기하지

하위

수준에 따른 기억의 수행의 오류 정도는 조건 간

오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은 진행중인 사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11], [12]. 그러나, 이는

담긴 오정보와 정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한 실험
측정할

수

13

있다[2],

개의

[7].

메시지로

않은 (c)

non-social 방식이다[10], [11]. Social 요인의 하위

• 실험 패러다임(experimental paradigm)

자극은

따라

간접성이 높은 방식에는 작성자를 표기해 두는 (b)

2.1 오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CIE)

패러다임의

직접성(directeness)에

(face-to-face) 인터랙션인 (a) social 방식이 있고,

2. 관련 연구 동향

패러다임으로

요인은

기억의 정확성이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실험

오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

구성된

오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은 사건의 인과 관계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뉴스 자료이다. 13 개의 뉴스

정확히 알고 있어도 오정보를 근거로 추론을 하는

메시지 중 5 번째 메시지에는 나중에 고쳐질 오정보가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달리, social

담겨 있고, 11 번째 메시지에는 이후에 정정된 정보가

에이전트가

있다. 실험 참가자는 뉴스 메시지를 읽은 후 뉴스에

등장하면

para-social

이나

non-

social 보다 정정 메시지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대한 인과관계, 사실, 추론, 조작 점검 질문을 받는다.

있다.

오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는

3. 사용자 기반 평가 연구

참가자가 오정보에 기반하여 추론 질문에 응답하는
정도이다.

3.1 참가자와 실험 설계

• 오정보의 유형 (type of misinformation)

참가자는 연세대학교 학부생 75 명(남자 39 명, 여자

정정 정보 뿐 아니라 오정보 또한 오정보를 바탕으로

36 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91 세 였다. 본

한 추론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5]에 의하면,

실험은 정상 교정 시력 0.7 이상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대상으로

암시적인

오정보(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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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뉴스 화면

심리학과 학부 수업 참가자로 실험 참가에 대해 2
크레딧을 제공받았다.
실험은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은 참 가자 간 조건인 (1) 메시지 제공자
유형(3:

no-agent,

para-social

agent,

social

agent)과 참가자 내 조건인 (2) 오정보의 유형(3:
control, explicit, implied)이었다. 종속변인은 추론
질문 10 문항에 오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하 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 메시지 제공자 유형에 따른 뉴스 슬라이드 화면

3.2 실험 과제 : 뉴스 내용에 대한 기억 과제

(좌측 부터: no-agent, para-social agent, social agent)

뉴스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응답 과제는 [5]와 [6]의

3.3 실험 절차

시나리오 및 질문을 참고하여 개발 하였다. 실험은 총

개인 실험 참가자는 실험에 앞서 과제에 대한 설명을

3 단계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가자는 첫번째 단계에서

들었다. 먼저 참가자는 4 가지 시나리오로 된 뉴스

제시된 4 건의 뉴스를 읽고, 두번째 단계에서 관련

메시지를 15 분 동안 보았다. 모든 참가자는 뉴스

없는 설문에 응답(filler question)한 후,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의 기억 테스트가 추후에 진행된다고

단계에서 이전에 읽은 뉴스 내용에 대한 질문에 응

안내 받았다.

답한다.

뉴스 메시지를 다 읽은 후, 실험 참가자는 25 분 동안

뉴스 내용은 ‘보석상자 도난사건’, ‘산불’, ‘의식불명’,

실험과

‘어류의 죽음’이 주제이며, 진행 중인 사건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뉴스는

하나의

주제당

13

등장하는

슬라이드이다.

설문지에

응답(filler

동안 뉴스 메시지에 대한 기억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사건 발생 원인(1), 사건 내용에 대한

고쳐질 오정보 유형이 나타나고, 11 번째 메시지는
메시지가

없는

question)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마지막으로 30 분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었다. 5 번째 슬라이드에는 나중에
정정

관련

이해(10),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한 추론(10), 정정

뉴스는

메시지를 보았는 지 확인하는 조작 점검(2)으로

하나의 주제당 오정보 유형에 따라 총 3 건(control,

구성된 총 23 개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explicit, implied)으로 나누었다.

4. 결론 및 논의

실험 참가자는 한 슬라이드에 1~4 문장으로 구성된
13 개 슬라이드의 뉴스 메시지를 읽는다. [1]의 실험

본 연구는 오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패러다임에 따라 5 번째 나타나는 뉴스메시지는

효과적인 메시지 제공자 유형과 오정보 특성을

나중에 고쳐질 오정보가 나타나고, 11 번째 메시지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정 메시지가 나타난다.

독립변인 (1) 메시지 제공자(3: control, para-social,

뉴스 화면은 메시지 제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social),

제시되었다. Control 조건 화면에는 글자로 된

implied)과 종속변인 오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뉴스만 나타났다. Para-social 조건은 글자로 된

상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변량분석(mixed

뉴스에

ANOVA)를 실시하였다.

‘뉴스

알리미’라는

뉴스

챗봇

에이전트

이미지가 추가되었다. Social 조건에는 para-social
뉴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는

유형(3:

control,

explicit,

결과 분석에는 조작 점검을 통과한 총 63 명의

자극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되, 첫번째 뉴스 메시지
앞에

(2)오정보의

참가자(남자 32 명, 여 자 31 명, 평균 연령 21.84

메시지를

세)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63 명의 참가자는 메시지

추가하였다. 또한, 뉴스를 전달하는 챗봇의 역할에

제공자 유형별 no-agent 조건 22 명,para-social

맞게 오정보가 제공되는 다섯 번째 메시지 앞과, 정정

agent 조건 19 명, social agent 조건 22 명으로

메시지가 제공되는 열한 번째 메시지 앞에 뉴스

분류하였다.

챗봇의 메시지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오정보 유형( Χ

"

= .970, p = .616)은

Mauchly 의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오정보
유형에 따른 오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 정도는
조건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1, 120) = 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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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1, η = 0.72)가 있었다. 오정보 유형은
implied 조건 (M = 0.14, SD = 0.35), explicit 조건
(M = 0.09, SD = 0.29), control 조건 (M = 0.08, SD
= 0.28) 순으로 오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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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자율주행이동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단계별 상용화가 진행중이다. 인간의 조작이
관여하지 않는 자율주행이동체는 스스로 판단하고
환경을 인지하며, 보행자를 구분해낸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개체와
맞닥뜨린
사람들은,
자율주행이동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을지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본연구는 이러한
시발점을 위한 연구로 자율주행이동체의 방향성 및
상태 인지, 경로 예측을 위한 시각적 인지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인간과 자율주행이동체의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동체, HRI, Human Robot
Interaction, Design factors, Human, Pedestrian,
Interaction, Interaction Design, Mental Model

통신 등 기술기반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이동체가
갖춰야하는 인지적 요소에 대하여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자율주행체
간의 효과적 소통의 방식에 대해 인터랙션 디자인의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영역과 보행자 회피의
단계, 인터랙션 디자인의 멘탈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보행자 회피 단계에서 보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율주행이동체의 시각적 인지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도출된 시각적 인지 요소를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동체의 인터랙션
요소를 분석하여, 각 사례별로 시각적 인지 요소
구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서 론

2.1 인간의 인지와 보행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문명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존재하던 많은 상상과 바램 들을 현재에
등장시켜 놓았다. 그중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로봇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기술의 진보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개발되어 등장하고 있다.
구글은 2009 년 ‘The Google self-driving car
project’를 시작으로, 2015 년, 핸들과 페달이 없는
‘Firefly’ 라는 완전 새로운 플랫폼을 등장시켰으며.
2016 년 ‘Waymo’를 통해, ‘early rider program’을
출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Tractica’는 2017 년 보고서에서 고객 응대 및 보조
서비스를 위한 로봇이 2016 년 현재 23,000 대 가량
배치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이동체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함께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율주행이동체 관점에서
환경 및 장애물의 인지, 이동체의 예측, 인프라와의

보행자 관점에서 자율주행체의 인지 요소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보행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동할 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 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로를 계획, 수정한다. 이를 위해 이동공간의 인지,
회피 행동의 단계 등 인간의 개별 행태에 대한
미시적 측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성준(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하성준은 Fruin
(1971)의 전방여유폭(FC. Forward Gap) 개념을
도입한 이용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보행자의
인지영역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
시뮬레이션을 위해 보행자 회피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1. 보행자 회피 모형, 하성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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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행자 회피모형은 총 4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 가능 대상을 검색하는 1 단계, 대상의 상태를
인지하여 회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2 단계, 이후
3 단계에서 회피 의사를 결정하여, 회피하는
이동점을 계산하는 마지막 4 단계로 보행자의 회피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외 인간의 보행 특성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평균
보행속도 값은 1.32m/s ~ 1.73m/s, 회피각은
9.34 도 ~ 19.8 도,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시작 거리는 3.35m 정도로 나타났다.
2.2 인터랙션 디자인 관점의 멘탈 모델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심리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유발을 위한 어포던스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유발의 발현은 인간의 학습 되어진
경험들이 새로운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예언적이고 설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루어
지는데, 인간의 이러한 학습되어진 경험을 멘탈
모델이라고 한다. 이지인(2017)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경험에서 신뢰와 불신 형성 모형에 대한
연구를 보면 Lee&Mory(1992)의 3 가지 신뢰 모형
중 ‘과정’의 단계에서 운전자는 정보의 부족과,
불예측성, 기계 같은 동작(Machinelike)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중 기계 같은 동작 에 대한
불만은 기존에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경험에서 학습
되어진 행위, 즉 멘탈 모델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불일치에서 유발되는 불만이라고 하였다.

그림 2. 보행자 회피 모형을 멘탈 모델로 적용한
자율주행이동체의 시각적 인지요소 도출

3.3 사례 분석
위 3 가지 시각적 인지 요소를 중심으로 각 사례별
인터랙션 구현 요소를 분석하고 보행자와의 상호
작용을 참고하여 각각 5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사례분석 방법은 온라인 동영상, youtube.com 을
통해 사례별 평균 10 개 이상의 유효 동영상을
살펴보며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보행자의 4 단계 회피
모형을 멘탈 모델로 적용하여 인간의 이동간
자연스러운 회피 행동 유발을 위해 각 단계별
필요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 중
시각적 인지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사례 연구: 자율주행이동체의 시각적 인지
요소
3.1 사례 선정 기준
사례 선정의 기준은 인간의 조작이 관여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동체를 대상으로 실내, 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각 3 개, 총 6 개 기업체의
자율주행이동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사례의 자율주행에 한정된 시각적 인지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기능적 요소를 카테고리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LG 에어스타의 경우 상단 디스플레이의 의인화 된
GUI 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로봇의 전방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회전형 상단 디스플레이가 사용자를
응대할 때와 길을 안내할 때 로봇의 이동방향으로
회전하여 주행 방향성 인지에 대한 시각적 인지
요소가 인터랙션 관점에서 매우 잘 구현되어 있었다.

3.2 사례 분석의 틀
인터랙션 디자인 측면의 만족도 살펴보기 위해
보행자 회피 모형을 인간의 이동에 있어서의 멘탈
모델로 하여, 회피 의사를 결정하는 3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을, 자율주행이동체의 시각적 인지
요소를 도출하는 토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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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고카트의 경우 주행 상태에 따라 상단
LED의 컬러와 애니메이션이 변경되도록 구현되어
있었다. 이는 원거리에서도 자율주행 이동체의 주행,
정지, 회전, 입력 대기, 베터리 잔량 등과 같은
주행에 관련된 자율주행이동체의 상태에 대해
원활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잘 구분하여 구현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회피 이동점을
계산하기 위한 주행 경로 예측과 관련된 인터랙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Panasonic의 Hospi의 경우 LG전자의 에어 스타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단 디스플레이의 의인화된
GUI를 통해 주행 방향성의 인지가 용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Head가
회전하여 주행방향을 가리켰다. 단, 주행 상태에
따른 인지요소의 변화는 어깨와 하단 LED점등 외에
상단 디스플레이의 text와 음성으로만 안내되어,
원거리에서 시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요소는
구현되고 있지 않았다.
정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네이버 랩스 어라운드는
전면부 로고의 점등이나 트레이 가드의 기울기
형상으로 주행방향성을 조금은 인지할 수 있었지만
주행 중에는 하단 간접 LED 의 점등 외에 주행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인터랙션 구현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인터랙션 요소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Savioke 의 Relay 역시 상단 디스플레이에 의인화된
GUI 를 통해 전방의 구분에 의한 주행 방향성을
쉽게 인지 할 수 있었다. 단 로봇의 주행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는 인지 요소는 베터리 상태에
따른 LED 컬러의 변화 외엔 전혀 없었다.

4. 결론
실외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Starship Technology 의
자율주행이동체의 경우 기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인지요소가 구현되어 있었다. 하얀 전조등과
붉은 후방등을 통해 로봇의 전면과 후면을 인지하기
용이했다.주행상태의 인지에 있어서도 정지시
후방등의 휘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동체의 정지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 다만 여기서도 방향
전환이나 제자리 회전시에 기존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방향 지시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주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볼 수 없었다.
그림 6. 사례분석의 시각적 인지요소 분석 점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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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해 인간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율주행
이동체의 시각적 인지 요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자 회피 모형의 멘탈 모델로부터 도출된
3 가지 시각적 인지 요소를 모두 만족 시키는
인터랙션 구현 요소를 가진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둘째, 3 가지 시각적 인지 요소 중에서 주행 경로를
예측 할 수 있는 인터랙션 구현 요소는 모든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에어스타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길안내를 위한 네비게이션 기능에
불과하여 마주오는 사람이 주행 경로를 예측 할 수
있는 시각적 인지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각적 인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인터랙션
요소를 구현하는 방법이 각각의 사례별로 모두
제각각 이었다. 주행상태의 전방주행에 대한 표현의
경우, 두가지 사례는 LED 의 점등를 통해서, 한가지
사례는 빛이 뒤로 흐르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례는 회전하는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시각적 인지 요소의 인터랙션 구현 방법에 있어
각각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멘탈 모형이 어떤
규칙이나 이론에 의한 일반화를 거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인간의 이동 환경에서 자율주행이동체와
마주쳤을 경우 이동체의 전, 후방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인지 하여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지에
아닌지에 대한 인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회피 가능 여부 판단 단계부터 자율주행
이동체의 주행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관되지 못한 각각의 인터랙션
구현은, 보행자 인지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곧 보행자의 회피의사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의사결정 후 이동점 계산의 오류를 범하게 될
확률을 높여, 이동중 심리적 스트레스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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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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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ty, Financial Services, Restaurants,
Healthcare, and Other Customer‐F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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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자율주행이동체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이
처음으로 겪게 될, 지금껏 없던 새로운 개체와 함께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 자율주행이동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고,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주행이동체의 인터랙션 디자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향후
이를 위한 인지 심리학과 기술, 디자인 분야 등의
융복합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에 필요한, 특히 인간
관점에서의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인지 요소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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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홈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기/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넘어, 이들간의 긴밀한
협업에 의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서비스 개발 시 사용자 관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검증된

방법

중

하나는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홈 사용자가 원하는
협업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헤비 유저 9 인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기/서비스간의 협업이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인터액션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연구 결과,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엔드 유저의 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검증된 방법 중 하나는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이다[3]. 먼저, Carroll[3]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엔드 유저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자가 기존 제품의 문제 개선 방안을 떠올리고 그
중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작업지향(task-oriented)
의사소통을
도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여가 등 스마트홈의 6 가지 상황별로 시나리오가

매개체가 된다. 시나리오는 잠재 유저를 대상으로
대규모 요구 사항 조사를 할 때에도 유용한데, 이는

도출되었다.

사용 경험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상황에 몰입하여

협업적 IoT 환경에서 외출, 귀가, 기상, 취침, 식사,

그들이 잠재 니즈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주제어

이러한

IoT, 스마트홈, 협업, 시나리오, 사용자 경험, 인터뷰

중요성에

비하여,

스마트홈

관련

기업과

연구자가 활용할 만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는 아직

1. 서 론
기존 스마트홈의 주된 양상은 각 기업들이 개별 제품
형태로 출시한 여러 기기/서비스를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어하는 것이었던 반면, 스마트홈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미래에는 기기/서비스 간의 소통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최근 한 컨설팅
결과[1]도 유저가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서비스를
사용할수록 개별적 서비스 보다는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질
것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새로운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의 질이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에서 관련

부족하다. 특히, 어떤 기기들이 서로 협업이 되길
사용자가 원하는지, 기기의 입력 정보를 어떤 기기의
출력 정보로 활용할 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
어렵다. 앞으로의 스마트홈 개발에 유저가 언제 어떤
의도로 어떤 개별 기기/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용하길
원하는 지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헤비 유저 9 명과 개인별
반구조적(semi-structured)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여러

기기/서비스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스마트홈의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6 가지 상황별 사용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개인별 반구조적 심층 인터뷰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먼저 인터뷰 지원자들은 사용중인 스마트홈 연결 기기,

센싱 및 통신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엔드
유저의 사용 시나리오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연구는

사용 빈도, IT 에 대한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경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에 응하였다. 우리는 이중 4 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 기술 개발

이상의 기기를 주 5 일 이상 사용하는 유저를 헤비

방향은 기기간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유저라 지칭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 시간여의 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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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터뷰 참여자

(ㄱ) 현재 OOO 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중인
스마트홈 관련 기기/서비스는? 이를 사용

스마트홈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상용 스마트 스피커와
4 개 이상의 연결된 기기를 사용중인 스마트홈 유저

맥락과

함께

“만약___그러면___”의

조건문으로 나열하고, 이를 기기/서비스간

9 명이 모집되었다. 이는 협업이 있는 스마트홈이

연결 현황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세요

보편화되지 않은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이
주제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ㄴ) 기술적 제약 등이 없다면, 미래에 OOO 님의

때문이었다. 또한, 스마트홈 허브로 최근 널리 쓰이는
기기가 스마트 스피커(Amazon Echo, SKT Nugu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싶은 기기/
서비스는?
이를
“만약___그러면___”의

등)임을 고려하였다.

조건문으로

나열하고,

기존에

그린

다이어그램에 추가해주세요

인터뷰 참여자들은 IT 에 대한 얼리어답터 경향이
likert 7 점 척도의 3 문항(총점 21 점)에서 Mdn = 21,
SD = 2.13 을 나타내고, 9 명 중 7 명이 컴퓨터, 전자,

먼저,

기계 분야 전공 또는 직종인 등 IT 기술에 대한
친화도가 높은 집단이었다. 이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작동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조건문으로 현재에
대한 회상 및 미래에 대한 ideation 후, 추가적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다이어그램에서의 연결을 요청했던 이유는, 작성한

한

조건문들을

포함된

기기/서비스

등은

한눈에

조감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ideation 을 유도하고자 함이었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통계 자료
(*사용 개월: 스마트홈을 구축하여 사용중인 개월 수, Tech
여부: 전공 또는 직종이 컴퓨터, 전자, 기계 분야인지 여부,
명령/주: 주당 스피커를 통한 음성 명령 사용 횟수)

번호

조건문에

다이어그램에서도 연결 되며, 이는 이들이 연계되어

성별

연령

참여자는 위의 (ㄱ)과 같이 현재의 사용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때 이들이 원하면 사용중인 프로그램
코드를 참고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이후 (ㄴ)과 같이
미래의 협업 희망 상황을 시판 제품뿐만 아니라

사용

기기

Tech

명령

주거

개월

개수

여부

/주

형태

P01

11

11

Y

70

자가

M

46

포함하여
자유롭게
묘사하였다.
참여자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도중 기기/서비스 간의 새로운

P02

7

4

Y

70

자가

M

45

추가하도록

P03

7

14

Y

70

자가

M

46

P04

13

20

N

70

자가

M

41

P05

8

16

N

70

자가

M

42

P06

9

6

Y

12

자가

M

42

P07

8

13

Y

70

자가

M

41

P08

15

9

Y

35

자가

M

40

P09

14

8

Y

35

NA

M

34

보편적으로는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는

제품도

ideation 을 하여 연결을 원하면, 이를 조건문으로도
하였다.

참여자가

작성한

조건문과

다이어그램 예시는 아래 [그림 1] 과 같다.

2.2 인터뷰 내용
본 인터뷰에서는 진행자 2 명이 기본 질문, 참여자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의 활동은 1)
질문 응답, 2) 조건문 작성, 3) 다이어그램 그리기
세가지로 구성하였다. 우리는 인터뷰 과정 중
참여자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그림 1 (위) 조건문의 예, (아래) 스마트홈 연결 다이어그램의
예. 어두운 색 메모는 현재 사용중인, 연한 색 메모는 미래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기/서비스.

요청하였다. 사용된 기본 질문과 활동은 아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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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기기 중심 시나리오 보다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경험하는 상황 중심의

다음으로는 이 시퀀스를 상황과 의도 두 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상황은 6 가지,
의도는 3 가지로 도출되었다: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첫번째로, 이는

-

상황: 외출, 귀가, 기상, 취침, 식사, 여가

사용자의 가정환경에서는 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아닌
다수가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의도: 일상 작업, 주택 관리, 구성원 케어

P02 참여자가 언급한 “귀가시 잘 다녀왔냐는 메시지가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홈의 작동을 한눈에 조감하기

출력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안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와 같이 한 구성원이 귀가하면 다른

위해 상황별 시퀀스를 각 상황별 시나리오로 도식화
하였다.

구성원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마중을 나오는 것이 그

시나리오의 도식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에는

예이다. 또한, 한 상황에서 함께 작업 할만한
기기/서비스들에 대한 전반적 조감이 있는 시나리오는

상황 노드가 있다. 그 좌측에는 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의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는 노드가 표현되어

협업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

있다. 그리고 상황 노드의 우측에는 액션(action)

니즈 연구에 직접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 결과
사용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한 기기나 정보 등이

노드가 의도별로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점선은
어떤 두 노드들이 직접 연계되는 등 협업함을 표현한다.

트리거가 되어 다른 기기에 지시를 하는 방식 등에

다음 섹션에서 이 시나리오를 외출과 귀가, 기상과

의한 통합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침을 함께 설명한 후, 식사, 미디어를 설명하겠다.

인터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3.2 상황별 시나리오와 예시

3.1 인터뷰 분석 방법

a.

외출: P07, P08 “세탁이나 청소 같은 시끄러운

조건문과 다이어그램에는 기기/서비스의 작동 상황이

것은 사람이 없을 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림 2]

참여자 각자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핵심적인 협업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코딩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소음이 발생하는 세탁이나 청소 작업 등은 출근·등교

먼저, HCI 전공 연구자 3 명이 기기, 서비스, 정보, 상황
등에 대해 코딩 스킴을 상의하였다. 이후 이 코딩
스킴을 활용하여 조건문과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시퀀스

형태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깨면” 등은 모두 “기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현재 사용 상황 시퀀스 121 개와
미래 사용 희망 상황 시퀀스 126 개, 총 247 개가
도출되었다.

등 일상적 외출로 집이 비었을 때를 인식하여 계획한다.
청소 시엔 환기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려동물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 방의 청소 시에는 각 방문의
개폐를 지시한다.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것도
스마트홈의 몫이다. 방문자의 신원을 인지하여
손님이면 부재중 메시지를 출력하고, 침입자면 TV 와
전등이 함께 켜지도록 하여 부재중 임을 감춘다. 외출한
미성년 구성원의 위치를 인식, 인근에 유해 지역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미성년 구성원과 보호자에게

트리거
(trigger)

액션
(action)

그림 2 외출 시나리오 도식.

- 562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알린다. 절전, 화재 감지 기능 등은 외출 시 상시
작동시킨다. 만약 캘린더상 연휴 등 장기 외출 일정
중이거나, 일몰 시간 이후라면 방범 기능을 작동한다.

귀가한 가족 구성원이 음악을 틀면 감상 이력, 날씨,
뉴스, 기분 정보 등을 고려한 음악을 추천한다.
c.

b. 귀가: P01 “세월호 뉴스가 있는 날 저녁, 집에 댄스

식구가 있어, 알람·TV·전등이 함께 켜져서 잠을
깨워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움직임이 인지된
후에야 꺼지고요.” [그림 3]

음악을 틀지 않는 눈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어린 딸을 가진 아빠거든요.” [그림 3]
P08 “비가 오면 빨래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건조기능이 있다면, 날씨는 상관 없을 거에요. 다만
구김이 적도록, 건조는 귀가 시간을 인지해서 그쯤
끝나면 좋겠어요.”
습도가 높은 날이 아니라면, 가족 구성원 귀가 직전에
세탁, 또는 건조 작업까지 완료한다. 공기질, 온습도도
미리 조정시켜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가족 구성원이 귀가 또는 귀가 예정이면, 실내의 다른
구성원과 외부의 구성원에게 알려준다.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귀가하면, 자주 사용하는 기기의 절전 모드를
끄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범 모드 중 CCTV 를 끈다.

기상: P02 “기상 시간에 알람만으로는 못 일어나는

일출 시간이 지나면 커튼을 걷는다. 알람·TV·전등을
함께 켜서 사용자를 깨우고, 사용자의 기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끈다. 동시에 커피 머신과 토스터를 동작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시킨다.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인
아침에, 건조한 화분을 탐지하여 물을 주도록 한다.
날씨,

뉴스,

교통,

일정

등의

정보를

원하는지

사용자에게 묻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
근처의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며 브리핑 한다. 실내
공기질과 온습도 상태를 알려주고 필요하면 관련
기기를 작동시킨다. 밤새 작동시켰던 절전 모드는
해제된다.

액션
(action)

트리거
(trigger)

액션
(action)
트리거
(trigger)

그림 3 (위) 귀가 시나리오 도식, (아래) 기상 시나리오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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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취침: P02, P05 “숙면 모드를 작동시키면, 측정된

사골국을 끓여주면 어때요? 다른 재료는 냉장고에
있으니 사골만 주문하면 되는데, 지금 OO 에서
꼬리 곰탕 행사 중이네요. 토요일쯤 도착해요’ 라고
알려주면 저는 정말 혹 할거에요” [그림 4]

제 컨디션에 맞게 침대의 각도, 온습도, 음악 등이
함께 조정되면 좋겠어요” [그림 4]
사용자가 침대에 누우면 다음날 일정과 날씨가 브리핑
된다. 혹시나 TV 를 시청하다 잠들더라도 TV 와 전등

우선 식사를 하려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체중

등이 절전 된다. CCTV 를 켜고 창문과 도어락을 닫아

등 건강 상태를 인식해서 적절한 식단을 선택할 수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밤에 침입자가
있으면 실내에 경보를 울리고 112 에 신고한다. 스마트

있게 돕는다. 집의 식재료 재고와 이 식단을 고려해서
적당한 음식을 추천하거나 추후 필요할 식재료를

밴드 등에서 사용자의 허리 통증이 감지되면 그에 맞게

주문한다. 조리 기기가 켜지면 조리 중임을 인식하고,

침대의 각도를 조정하고, 고열이 있으면 열을 내릴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정하는 등 여러 기기들이 함께

재료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직접 조리하거나 적정
조리 시간을 알려준다. 만약 조리기구가 과열되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끈다. 배달 음식을 먹는다면,

숙면을

돕도록

한다.

가족들이

심야에

이동하면 근처의 전등을 순차적으로 밝힌다.
e.

주문하는 사람의 선호를 고려하고 피드백을 통해

식사: P01 “‘지금 자녀에게 칼슘이 필요한 때니,

취향을 학습하여 다음 주문에도 반영한다.

트리거
액션

(trigger)

(action)

액션
(action)
트리거
(trigger)

액션
(action)

트리거
(trigger)

그림 4 (위) 취침 시나리오 도식, (가운데) 식사 시나리오 도식, (아래) 여가 시나리오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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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여가: P3, P4, P5, P7, P9 “TV 나 영화를 볼 때,

기기 중 하나면 켜도 관련된 기기들이 함께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림 4]
사용자가 집에 들어오면 그가 선호하는 TV 채널을
켠다. 사용자가 영화 스위치를 누르거나 영화를
보고싶다고

말하면

프로젝터와

홈시어터를

필요합니다. 음성 방식보다 더 짧은 시간 작동시킬 수도
있구요.” 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각 상황, 작동에서
사용자가 어떤 인터액션 수준과 매체를 원하는지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조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5. 결론

켜고,

스크린을 내리고, 조명이 적절하게 어두워지도록
지시하는 등 관련된 기기들이 함께 켜져 영화 관람을
돕는다. 또한, 사용자가 좋아하는 장르의 짧은 영상
클립을 보여주어 영화를 고르도록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홈

발전의

한

패러다임인

기기/서비스간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에 주목하여, 기술
기반의 접근이 아니라 상황별로 기기/서비스간 협업에
대한 사용자 니즈 파악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4. 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유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개별 기기/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용하길

스마트홈 헤비 유저로부터 총 247 개의 기기/서비스
작동 시퀀스를 수집하여 상황별로 분류 및 도식화
하였다.

원하는 지 조감할 수 있었다. 핵심적인 상황으로 외출,
귀가, 기상, 취침, 식사, 여가가 도출되었다. 사용자는

샘플의 숫자가 충분히 크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는
본 연구가 기기/서비스간 협업과 그 과정에서의 사용자

각 상황에 맞게 스마트홈 시스템이 연계하여 일상적인

인터액션에

작업을 도와주는 것, 주택을 관리해주는 것, 사용자를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케어 해주는 것 등을 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에

비해서

미래에는

대한

심층적인

사용자

경험

연구의

사사의 글
더

다양한

기기/서비스들이 스마트홈에 연결되길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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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웰빙(well-being)에 대한 ‘네 가지 이슈들’ 중
하나가 ‘고용의 질’과 ‘행복’에 대한 것으로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을

나타났는데,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주요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요인 중 하나가 ‘출퇴근’ 시간이었다. 여기서 OECD
국가 평균 출퇴근 시간은 편도 28 분인데, 한국은 두

이를 위한 컨셉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에쓰노그래픽 연구로 일곱 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네 명의 참여자가 각각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출퇴근

배에 달하는 58 분으로, 비교 대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였다. 2 위인 일본/터키(40 분)와 차이도
높았고, 회원국이 아닌 중국(47 분), 인도(32 분)와

시간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세 명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텍스트로 변환된
인터뷰 데이터는 오픈 코딩(open coding)과 엑시얼

비교해도 가장 높았다. 게다가, 한국인 평균 근무
시간이 주 45.1 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결국,
한국인들은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체계적인 다섯 가지
주제들(themes)로 나타났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모든 게 피곤해..날 좀 내버려

수면시간이

줄어들면서

만성피로와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세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행복한 나만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찾아서’, ‘기계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결과는 (i) 주변의 소음 차단하고 조용히

활용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인터뷰 조사와 에쓰노그래픽(ethnographic)
연구방법을 통해, 현실적이고 솔직한 경험을 다양한

휴식하기, (ii) SNS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iii)
발표자료 읽고 수정 등 다섯 가지의 사용자 행동에
대한 분석으로 재정의 되었다. 기본적인 서비스

스토리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가치 있는 출퇴근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인 방향은 상황인식 기술 등을 이용한 ‘나만의
지니’와 ‘사운드 4 프레즌트’라는 예비(preliminary)
컨셉으로 제안되었다.

2. 인터뷰 진행방법

주제어

인터뷰

Commuting time, Interview, Probe, Grounded

대중교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 등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Theory Analysis (GTA), Ethnography

목적은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험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1. 서론 및 연구목적

유도하는 것이다.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OECD 의 ‘어떻게 사느냐?’(How’s Life?, 2017)라는

인터뷰 진행에서는 세 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포커스

보고서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요인들을

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네 명의
일대일 대면(face to face)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총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소득, 직업, 주택, 건강, 일과

인터뷰 시간은 1 시간 47 분이다. 인터뷰 참여자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사회적 관계(social

성별은 남자 다섯 명, 여자 두 명이며, 연령은
24 에서 48 세이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정보).

connections), 그리고 개인이 안전과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등 이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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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뷰 대상자 정보

3. 데이터 분석방법

이름

성별

프로브

방법

장소

시간

인터뷰 음성 파일은 전부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였다.

Ban

남(48)



f-f

카페

22:25

Suk

여(24)



FGI

카페

29:27

여기서 첫 번째 분석방법은 오픈 코딩 (open coding,
Chamaz, 2006)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텍스트

Kim

남(27)



FGI

카페

29:27

Jean

남(29)



FGI

카페

29:27

Ahn

남(29)

·

f-f

교실

12:36

Lee

남(28)



f-f

카페

25:16

Seo

여(26)



f-f

카페

17:17

합계

7

데이터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위(section of text)로
구분하고, 그 텍스트 단위를 대표하는 코드(code)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질문이나 내용은
서로 통합된 질문이나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분석하기
쉽도록 진행하였다. 각 질문마다 의미의 중요도를
두어 일반적인 사실에는 1 점(*)을, 새로운

1:47:02

첫 인터뷰는 개인 인터뷰로 진행하여 전체적인
인터뷰 스케줄이 잘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통찰력이나 니즈는 내용에 따라 2 점(**)에서
3 점(***)을 주었다 (그림 2).

토대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 인터뷰를 세 번 더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전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근거이론분석
(Grounded Theory Analysis, Chamaz, 2006)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3. 인터뷰 데이터
분석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림 2. 인터뷰 데이터 오픈 코딩 사례

인터뷰 스케줄(Interview Schedule)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참여자와의 인사와 간단한

다음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을 지어
상위 레벨의 엑시얼 코드(axial code)를 부여하였다.

연구목적을 알리고 인터뷰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즉흥적으로 움직임’, ‘이동시간을 기분
좋게!’ 등이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

참여자가 이동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평소의 행동이나 습관, 또는 경험을 ‘왜? 어떻게?’
방식으로 질문한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주로

그룹들을

데이터

상호간의

친화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데이터 구조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결과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주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것은 출퇴근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니즈, 에피소드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카테고리

범주로

정리하고,

간단한

문장형식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장을
최상위 레벨의 효과적으로 대표되는 주제 (theme)로

수집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네
가지 이미지 (그림 1; 킨들, 바다, 정크푸드, 도시의

정의하였다 (그림 3).

석양)를 준비하여 보여주고, 각각 이미지에 대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나 가까운 미래의 긍정적
희망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방법을 ‘출퇴근 프로브(Gaver, 1999)’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에 깊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인터뷰를 마친다.

그림 3. ‘출퇴근 시간’ 인터뷰 데이터 멘탈모델

4. 분석결과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제들(themes)로 나타났다.

4.1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림 1. ‘출퇴근 시간’ 인터뷰 3 단계: 이미지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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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찾아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 주어진 일 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주변
환경이나 날씨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미디어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동 시간도 즐기면서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환경도 내가 음악 듣는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 같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날씨에 따라 음악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 Lee

“다 준비해놓고 가야겠다 싶으면 미리 핸드폰을 꺼내서
선곡을 해요. 셔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을 선곡하고 이어폰을 꽂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뭔가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아, 음악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악 관련해서 끊임없이 상상해요. 계속..” –Lee

“지하철에서는 무조건 문 옆에 서 있는 편이에요. … 사람
가로막는 것이 싫어서. 만약 학교에서 발표할 리서치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읽거나 ... 자료조사 할 때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웹툰이라든지, 기사나 카톡 같은 걸로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건 페이스북을 보는 거죠.” - Ahn

“…온전한 내 시간이니까 남들에게 뺏기기도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것도 싫은 거죠….” Ahn

4.2 모든 게 피곤해..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싫고,

“... ‘어떻게 이 시간을 즐길까?’ 하는 생각을 해요. 꼭
바쁘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서

그것이 평상시에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즐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동시간이 길 경우에는 … 컨텐츠를 미리 찾는
편이에요. … 영화를 찾아본다든지 … 노트북이나 비행기
자체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Ban

혼자 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데이터 내용이
많았다. 사람들은 혼잡할 때 어수선하고 집중하기
어려우며 사교적인 분위기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기계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덥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고 ... 그 광고들을 보려고 해도 계속 똑같은 광고가
나오고 ... 그러면 재미없어서 다시 핸드폰 보게 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 Suk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개인시간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그다지 계획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히려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견해였다.

“아무래도 같이 가기 불편한 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
대화거리도 계속 꺼내야 되고… 뭔가 억지로 사교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죠.” – Ahn

“계획 세우는 게 제일 싫어. 차라리 그 시간에 생각
정리하는 게 유익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Suk
“붕 뜨는 시간은 나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 기계적으로

“… 그냥 피곤해서 ...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따로 가기도 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말을 거는데, 나는 너무
피곤해서 가만히 있는 건데... 말 안하면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동하는 시간은 그냥 쉬고 싶어.” – Kim

살고 싶진 않아요..” –Kim
“나는 계획적으로 안 살아요. 누군가 만날 약속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지만, 거의 즉흥적으로 순간순간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거에요.” –Lee

4.3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어수선하고 주변환경을

5. 논의 및 컨셉

의식하게 만드는 데, 사람들은 최대한 주변 소음을
차단하여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리를 차단하기 보다는 음악 듣기가
목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음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책을 읽기에는 주변 소음이 너무 신경 쓰이죠.” – Lee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는 경향이
있고 ...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음악을 듣고 싶지 않지만 이어폰을 끼는
건 소리를 차단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에요.” – Jean

그림 4. 다섯 가지 주제와 연관된 행동, 니즈, 사고방식

그림 4 는 다섯 가지 주제와 연관된 데이터에서

“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 음악을 듣는 게 목적..”. - Suk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사용자 행동이나 니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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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제와

알아보았다. 일곱 명의 인터뷰 참가자들의 데이터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은
독점적이지
않다.
행동중심의 사용자 관점(Young, 2009)으로 다시

수집은 ‘출퇴근 프로브’ 방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은
근거이론분석(GTA)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모든 게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피곤해..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주로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i) 간단하게나마 SNS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또한, (ii) 드라마/영화

찾아서’, ‘기계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등의 다섯
가지 주제와 데이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기, 기사/웹툰 보기 등 쉽고 간단한 엔터테인먼트를

모바일폰을 이용한 ‘다섯 가지의 행동 유형’으로

즐긴다. 필요하다면, (iii) 일과 관련하여 발표자료를
읽고 수정/보완하거나, 검색엔진으로 자료조사도

재해석되어, 두 가지 서비스 디자인 컨셉; ‘나만의
지니’와 ’사운드 4 프레즌트’로 제안되었다.

한다, (iv)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음악을

사람과 출퇴근 시간과 기술의 복잡한 관계에서

듣는 등 휴식을 취한다. 이 네 가지 행동(behavior)은
출퇴근 시간 복잡한 군중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사용자의 개인적인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에쓰노그래픽 연구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다섯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 사례가 될 것이다.

가지 주제들(themes)과 연관된 인터뷰 데이터는 그림

한편, 출퇴근 구간과 교통수단에 따라 시간과 이동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4 와 같이 개념적으로 표현되거나 멘탈모델을 통해
재해석되어 초기 디자인 컨셉을 제안할 때 매우

재정의하고 ‘시간의 가치’를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와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디자인 컨셉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한 ‘혼자만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리쉬(Dorish, 2006; 2007)의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서 도출된 초기

주장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컨셉을 소개한다. 시각정보보다는 음성인식 등
청각매체 활용을 통해 ‘간단한 임무수행’과 ‘낮잠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쉽게 영감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같은 휴식’을 도와주는 서비스 디자인 예비 컨셉

‘나만의 지니 (MyOwnGinny)’와 ’사운드 4 프레즌트

(preliminary concept) 형식이다.

(Sound4Present)’ 컨셉을 더욱 구체화시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첫째, ‘간단한 임무수행’은 상황인식 기술 (context
awareness)을 이용하여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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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여러가지 기술 중 마커를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Site-specific memory 를 AR 기술로
가상공간에 남기고 그 기억들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미디어 앱을 제안한다. 본 앱은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에 자신만의 흔적을 마음껏 남길

활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많이 제안되었다[4].
현재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능을 통해 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상의 관계를 현실 세계와
이어줌으로써 좀 더 풍성한 사회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같은

iOS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과,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수 있게 하여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울러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다른

이르러서는

안드로이드폰과

1.2.1
AR

기술을

AR Artwork Application
활용한

아트워크툴(Artwork Tool)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아트워크를 제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App Store 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제어

표 1. AR Artwork Application

증강현실, 혼합현실, 소셜 미디어

1. 서 론

Application

주요 기능

World Brush

AR 컨텐츠를 위치와 유사하게 저장함

AR+Brush

브러쉬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

Artaste

우산 오브젝트를 배치, 컨텐츠와 사진을 찍음

Holoheld

AR 마커위에 컨텐츠 제작이 가능함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 경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관광객들이
문화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남기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1].

1.2.2

때로는 그 욕구는 문화재의 훼손으로 까지 이어지는

Site-Specific Social Media

기존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종류 중에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Facebook, Instagram 등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

서비스가 있지만 장소를 특정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작품, 시설 등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방문 흔적이나
기억을 남기고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AR 기반 소셜 미디어

표 2. Site-Specific Social Media

앱을 통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욕구를 현실세계를

Application

주요기능

Rush

특정 장소에 흔적을 저장해 둠

Timehop

특정 장소와 시간에 기록을 남겨둠

Foursquare

체크인 한 장소의 위치 저장하여 방문한

Swarm

장소를 찾기 편하게 함

훼손하지 않고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1.2 선행 연구
증강현실 기술은 1990 년대 후반에 연구 진행이 시작이
되었으며 2000 년대 초반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3]. 휴대가 가능한 증강현실 기술의

- 570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하지만 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1) AR 로 만들어진

표 3. AR Artwork Tools Function

아트워크(Artwork)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Tool

Function

Brush

2D 그래픽을 제작함

Object

3D 오브젝트를 제작함

Text

가상공간에 글씨를 작성함

Photo

사용자가 찍었던 사진을 붙일 수 있음

공유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체험하기에 제한적이고, 2)
다른 사용자와 AR 콘텐츠를 장소를 기반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지닌다.

2. AUGMENTED MEMORY APP
2.1 System Design Overview
제안하는 앱은 두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AR
아트워크툴은 사용자들에게 자신들만의 흔적을 남길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앱의 AR 아트워크툴은 네 가지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 3D 오브젝트, 그래픽 등을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직접 AR 컨텐츠를 제작 할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 기반 소셜 미디어

수 있도록 하여 공간에 사용자 스스로가 만든 흔적을

기능은 사용자들이 제작한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와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브러쉬는 기존의 많은 아트워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툴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붓으로 그리듯이 그래픽을 생성
한다. 오브젝트 기능은 내부에 사전에 저장이 되어있는
모듈화 된 오브젝트들을 조립하여 어떠한 형태든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 툴은 공간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진 툴은 사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붙이듯이 공간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가졌던 추억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2.4 Site-Specific Social Media

그림 1. Augmented Memory APP

2.2 Technology
Augmented Memory App 은 iOS 11 기반의 Swift
언어를 사용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내장된 3D 오브젝트는 Unity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2.3 AR Artwork Tools

그림 3. My AR 과 Nearby 기능 UI
표 4. Site-Specific Social Media

그림 2. Artwork tools UI

Tool

Function

Nearby

근처에 있는 AR 컨텐츠를 알려줌

My AR

사용자의 컨텐츠를 사진과 위치로 저장함

With AR

제작된 AR 콘텐츠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있음

Monument

특정 장소에서 여러사용자의 체크인 수를
기반으로 오브젝트가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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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앱의

site-specific

feature

는

기존의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도 AR 기반의

수행하도록 하며, 앱의 기능성 및 효용성에 대해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특징들을 포함하고있다. Nearby 기능은 근처에 남겨진

3.3 태스크 수행 평가

AR 기억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다양한 필터
기능을 구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My AR 기능은

표 5. 태스크 수행 평가 항목

본인이 남긴 기억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외에 제작된 AR 콘텐츠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With AR 기능과, 특정 장소에서 여러
사용자의 체크인 수를 기반으로 오브젝트가 변화하는

순서

유형

1

실행

1-1

앱 실행하기

2

디자인

2-1

UI 둘러보기

AR

3-1

오브젝트 툴을 사용

3-2

주변 콘텐츠 기능 활성화

4-1

주변 컨텐츠 찾기

Specific

4-2

저장한 콘텐츠 확인하기

Social

4-3

AR 콘텐츠와 사진찍기

4-4

Monument 체크인 하기

AR Monument 기능을 제공한다.
3

Artwork
Tools
Site-

4

Media

태스크 내용

3.4 모의 사용성 평가 결과
참가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자신의 위치
그림 4. With AR 과 Monument 기능 UI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점과, 친구로 등록이 되어있는

AR Monument 는 여러 사용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콘텐츠들을 필터링하여 볼 수 있는 점 등 제안하는 앱의

체크인을 하며, 체크인을 한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오브젝트의 형태가 변화하는 콘텐츠이다. AR 기술을

아울러,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지나치는

기반으로 된 3D 오브젝트에 다가가 체크인 하는

장소에 콘텐츠가 있다면

기능이다. 체크인을 통해 콘텐츠가 완성이 된 후

제안을 하는 등 AR 기능과 소셜미디어 기능이 결합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미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잠재수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문화재를 소실되기 전의 복원된 모습으로 보도록 할 수

수 있었다.

있다[5]. 이 기능은 기존의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체크인

4. 결론

기능을 AR 기술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제안하는 Augmented Memory App 은 site-specific

3. 모의 사용성 평가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미디어앱이다.

memory 를 AR 기술로 가상공간에 남기고 그것을 다른
이 앱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에 자신만의

3.1 실험 대상 선정
제안한 Augmented Memory App 의 사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 앞서 대학생 10 명을 대상으로 모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기존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소셜미디어의
체크인 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로
선별하여 실험하였다.

흔적을 마음껏 남길 수 있게 하여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로 까지
제기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능을 통해 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상의 관계를 현실 세계와 이어줌으로써 좀
더 풍성한 사회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3.2 실험 방법

제시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Augmented
Memory App 을 사용을 하며 8 가지의 태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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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일상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면 소통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SNS 등의
휴대폰 플랫폼은 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대면소통이 줄 수 있는 감정을 전달하기
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요약문
현대 사회인들은 학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남을 통해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시각, 촉각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전달한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면 소통을 통한 감정 전달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인이라는 대상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 없이 감정 전달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스마트 워치(Smart Watch), 스마트 밴드(Smart
Band) 등의 착용형 디바이스에서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심장 박동수를
확인(Apple
Watch)하여
보여주거나,
하트
전송(SKT Smart Band)을 통한 “찔러보기” 등의
기능을 도입해 보고 있다.

연인간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연락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하트 솔루션
시스템은 감정전달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하트 시스템은 장갑으로 받은 감정을
사용하며,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간단한 손
동작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감정 전달에 대한 확장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궁극적
목적인 최적의 경험을 위하여, 물리적인 제어
기술로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등의 센서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환경
시스템(ECO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2].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하트시스템 솔루션은
장갑을 이용하여, 감정 상태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된 감정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기능인
하트를 통해 관리될 수 있으며, 장갑으로부터
따뜻함이라는 촉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한다. 즉
이러한 기능을 융합함과 동시에 사용자 층을
연인으로 선정함으로써, 단순한 시각과 촉각의
전달 뿐만이 아닌 연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Wearable Device, convey emotions, emotion
Computing, Communication, Heart System
Solution, Smart Gloves

1. 서 론
1.2 관련 연구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에서 선정한 장갑은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인 편의성과 착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디바이스이다. 장갑은
손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가락 부위별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보다
사용이 편리한 디바이스로의 발전이 기대된다[3].
스마트 장갑을 통한 센서 기술이 실용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인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가 증가되면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상호간의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초 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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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 장갑에 사용되는 센서

사용되도록 제시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소통이다.
사물이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이 요구된다[4].

센서 명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에서는
감정적 언어처리, 표정 인식 및 생성, 몸짓 및
움직임, 멀티 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5].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표현 할 때, 사용자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감성 경험디자인의 3 가지 평가
기준, 물리적 요인, 구조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따라 올바른 사용자의 선정과, 사용자의 편의성 및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의 포함
등이 요구된다[6].

용도

압력센서

사용자의 감정 데이터 전달

발열패드

데이터를 통한 난방 기능

Lm34 Mosfet

화상 방지를 위한 온도 제공

하드웨어 상으로 센서를 관리하고자 JarduinoUno-BTMini 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MCU 는
14 개의 Digital Pin 과 8 개의 Analog Pin 을
사용할 수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하트 시스템 솔루션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대상으로 연인들을 선정하였다. 감정 전달을 위해
선정된 하트 시스템 솔루션은 하트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인 간의 감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스마트 장갑 시스템
그림 2. 어플리케이션 구상도

그림 2 와 같이 연인이라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트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발열
기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하트에 적절한 값을
조정하였으며, 기본적인 SN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스마트 장갑 시스템 구조

하드웨어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장갑에
3 종류의 센서를 부착하여 스마트 장갑을
구성하였다. 감정 전달을 위해 장갑의 손가락마다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4 가지 감정 (Love, Good,
Angry, Hate)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력센서로부터 전달된 감정 데이터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서버 상에
연결되어 있는 대상에게 감정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 받은 데이터는 대상의 하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연인이 관리해주는 하트를 통해
사용자는 장갑의 난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데이터 흐름도

SNS 및 스마트폰 간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된
서버로는 Google 의 firebase 를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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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 같이 기본적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데이터

흐름이

그림 5 는 감정 전달이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주 기능인 하트 상태를 포함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구현하였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부부”의
명칭을
합친
“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3 사용성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제작의 원활한 디자인 설계를 위해
오븐앱(OvenAPP)을 사용한 프로토타이핑 어플을
제작하였다. 오븐앱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져 있으며, 직관적인 UI 를 적용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무료
프로토타이핑 툴이다.

즉 “BBYU”라는 표현을 통해, 본 논문의 목적은
연인과의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임을
강조하였다.

3.1 스마트 장갑

장갑은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선정하였다. 감정 전달을 위해 검지 부분을
시작으로 각 손가락의 위치에 감정상태를
담당하는 압력 센서를 부착하였다. 차례로
검지(Love),
중지(Good),
약지(Angry),
소지(Hate)가 감정을 담당한다. 엄지 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을 누름으로써 작은 손동작만으로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다.
그림 4. 사용자 평가를 위한 프로토타이핑 어플리케이션

3.2 하트 시스템 솔루션

아래 4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불편한 인터페이스 제거와 적절한 이미지
배치가 선정되었다.

장갑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통해 하트의
크기를 관리 받을 수 있다. 하트는 3600(MAX)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 기능을 사용할 때
1 초마다 -1 값이 줄어든다. 연인으로부터 받은
감정 상태에 따른 수치 값은 LOVE + 5, GOOD +
2, ANGRY -2, HATE -5 의 값이 수정된다.
하트에 저장된 값이 0 인 경우 발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인 경우 발열 기능이 종료된다.

1. 사용자가 도움말 없이 바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
2. 사용자가 하트를 통해, 연인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가?
3. 전체적인 감정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
4. 한 손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한 손 동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7])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감정전달을 할 때, 단순한
촉각이나 시각이 아닌, 감성을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제작된 어플은
단순히 하트만을 보냄으로써 감정을 전달한다.
디바이스 또한 직접적인 촉감을 전달하기 위한
제품이 제작되고 있는 현황이다. 본 논문에서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하트 솔루션 시스템은 하트라는
매개체를 통해, 촉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감성과, 장갑을 통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연인들의 연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BBYU”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멀리서도 감정 전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3. 구현

그림 5. 실제 데모 작품 어플(좌) 및 장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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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바이스를 통한 감정전달의 종류가
제한되며, 이러한 디바이스를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의 소형화가 요구된다. 또한 연인들이
커플아이템으로 장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갑의
재질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어플 상의 기능을
간편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을 하였다. 향후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편안함 또는 사용 욕구를 가져올 수 있는
UX 디자인이 진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감성을
느낄 것이라 판단된다.
피드백 기능 또한 단순히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감성을 확장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디바이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보다 확장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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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뇌졸중의 증가와 이들의 사회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뇌졸중에 따른
대표적인 증상인 편마비장애는 재활 기간에 비해
신체기능의 회복이 빠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재활이 요구된다. 이러한 편마비 장애인의 잘못된
보행패턴의 고착화는 척추측만, 근육손실, 관절가동
범위 (Range of Motion) 축소 등을 가속화 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들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신체기능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정상 보행궤적을
바탕으로

한

보행재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행재활기기가 갖추어야 할 기능은 연속적인 정상
보행궤적을 구현할 수 있고 환측 슬관절과 반장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 기반의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반장슬과 슬관절의 제어장치 개발을 위해 편마비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조사하였고,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를 대상으로 편마비장애인 3 인의
보행재활 과정을 관찰하여 반장슬 제어에 필요한
물리적인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편마비장애인
3 인의 보행 동작분석을 통해 반장슬 발생 동작 주기에
따른 제어 위치와 시점을 정의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고령화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의 요인에 의해
뇌졸중 장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의 수요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뇌졸중장애인의
보행재활을 위한 보행재활기기 및 보행재활로봇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엔드-이펙터(Endeffector) 보행재활기기가 외골격 타입의 보행재활기기
보다 재활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기존의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 및 보행재활
로봇은 무릎관절의 정상패턴을 유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반장슬 발생의 제어를 위해서 치료사가
환자의 보행주기에서 불연속적인 반장슬 발생 때마다
손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환자의 보행동작을 직접
수정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의
접근은 치료사의 체력적인 문제와 반장슬 발생을
예측이나 직감에 따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행재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량적인 보행재활의 데이터 확보가 되지
않아 치료사의 직감과 경험에 따른 재활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반장슬

따라서 본 연구는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에 적용할

및 슬관절 제어장치의 콘셉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며 간편한 사용법과 정량적인
데이터를 재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반장슬 및 슬관절

주제어

제어장치의 콘셉트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편마비장애인, 보행재활기기, 반장슬,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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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보행재활 시 편마비장애인의 반장슬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어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로써, 보행재활 효과가 높은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반장슬 및 슬관절
제어장치의 콘셉트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둘째,
엔드-이펙터 보행재활 기기(NRCGT, 국립재활원,
한국)를 이용하여 편마비 장애인 3 인을 대상으로
관찰하여

그림 1. 중간입각기 시 환측 지지발의 적정신전(좌)과 반장슬(우)

보행재활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편마비 장애인 3 인의 보행주기 동작분석을 통해

2.2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의 보행재활 분석

보행재활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을

반장슬의 발생 시점 및 발생 각도 등을 분석 하였다.
넷째, 이를 종합하여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
구성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핵심요소에 대한 콘셉트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편마비장애인의 보행재활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개발한 보행재활기기인
NRCGT 를 이용한 실험(IRB No: NRC2015-02015)을 진행하였다. NRCGT 는 엔드-이펙터 타입으로
사용자의 힘만으로 연속적인 구동이 진행되며, 구동
매커니즘은 <그림 2>와 같은 4 절 링크의 구조로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내용
편마비장애인이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 이용 시
요구되는 핵심요소를 도출하였고 핵심요소의 콘셉트를
개발하기 위해 편마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징과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
재활과정을
관찰
및
분석하였으며,

편마비장애인의

보행주기에

대한

동작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1 편마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징
뇌졸중장애인들은 대부분 뇌손상으로 인하여 편측
상/하지의 운동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된다. 이는 뇌졸중
장애인의 불균형적 자세와 동작을 보인다[1]. 특히
고관절 신전근, 내전근 및 내 회전근, 슬관절 신전근,
족관절 족저굴근이 경직성마비로 인해 보행 시
첨족(equinus)과

내반(dynamic

varus)을

비롯한

NRCGT 의 4 절 링크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일반
보행궤적과 거의 흡사한 보행궤적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보행재활 시 환측 관절 및 근육, 인대의 정상적인
활성을 유도한다.

반장슬 (Back Knee) 동작을 보이게 된다[2]<그림 1>.
편마비장애인의 보행 시 나타난는 반장슬은

그림 2. NRCGT 의 4-Bar linkage System

슬관절의

연골,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장슬
교정은 보행재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이러한 비정상적 보행 패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기들의

적용[4]과

보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행훈련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6]. 또한, 편마비장애인 중 만성기
장애인의 대다수는 잘못된 보행패턴이 고착화 되어
이미 관절, 근육, 인대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는 정상
보행궤적을
바탕으로
한
보행재활의
효과를

그림 3. 일반 보행궤적과 NRCGT 의 보행궤적 비교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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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GT 의 보행재활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2015 년

적외선 반사마커를 부착한 피험자는 6m 의 직선

5 월 18 일 ~ 20 일에 걸쳐 국립재활원 로봇 짐과
동작분석실에서
뇌졸중
장애인의
기능적

보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환측과 건측 슬관절의
운동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지기 시 환측의

보행지수(Functional Ambulation Categories, FAC)

슬관절 신전(extension) 각도가 16.57±1.34 degree 로

3 점 이상인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편마비장애인
3 인을 대상으로 보행재활기기훈련 프로토콜에 따른

반장슬이 나타났고, 건측은 -6.46±6.59 degree 로
반장슬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보행재활 과정을 관찰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보행주기 중 지지기 시 편마비장애인의

표 1. NRCGT 보행재활의 피험자 특징

환측 슬관절 신전은 약 16.57 degree 까지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으며, 과신전은 보행 주기의 4.84±5.19 %

N1

N2

N3

FAC

4

3

3

환측

좌측

좌측

좌측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러한
과신전 동작의 반복은 무릎관절을 손상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슬관절
손상과 보행의 불안정성 야기하는 반장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과신전이 나타나는 입각기 초기부터
슬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재활
과정

관찰
내용

확인하였다.

•치료사 필요
•강한 BK*발생
•슬관절 내회전
발생

•치료사 필요
•BK 발생
•슬관절 내회전
발생

•치료사 필요
•강한 BK 발생
•슬관절 외회전
발생

BK*; 반장슬, Back Knee

<표 1>과 같은 신체적 특징의 피험자들은 연속적인
보행재활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반장슬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구부정한
자세로 환측 슬관절 후면부를 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눌러 주어야 했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더불어 보행주기에서 환측 하퇴부의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을 때(Heel Strike) 슬관절의 내/외 회전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도출되었다.

보행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보행

3. 반장슬 및 슬관절 제어장치 콘셉트 디자인 제안
3.1 반장슬 및 슬관절 제어장치 콘셉트 가이드라인
편마비장애인의 신체적 특징과 보행재활과정의 관찰을

2.3 편마비장애인의 보행주기 동작분석
편마비장애인의

그림 4. 환측과 건측의 보행 시 슬관절 각도 변화

시

슬관절

동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 차원 동작분석 시스템(Vicon,
UK)을 사용하였다. 슬관절 움직임의 3 차원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Plug-in-gait 모델을 기반으로 적외선

통해 그들의 연속적인 보행재활에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공하는 반장슬 제어장치와 슬관절의 내/외 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하퇴부 고정장치를 다음과 같은 콘셉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반사 마커를 부착하였다. 슬관절 굴곡/신전의 각도의
정의는 0 도를 다리가 펴진상태로 정의하고, 이때 –

표 2. 반장슬 및 슬관절 제어장치의 콘셉트 가이드라인

방향이 굴곡, + 방향이 신전 움직임으로 정의하였다.

•좌/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도구 없이
탈/부착이 쉬워야 함.
반장슬
•다양한 슬관절의 높이에 따라 제어장치의
제어장치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함.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각도로 나타나는 슬관절
움직임이 과신전 각도를 의미한다. 보행 분석은 발이
지면 닿는 순간부터 입각기, 유각기를 거쳐 발이 다시

콘셉트 가이드라인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를 1 보행 주기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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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제어장치와 슬관절 접촉 시 충격을 자연스럽게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반영한 콘셉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좌/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소의 도구로
탈/부착이 쉬워야 함.
슬관절 •다양한 신체크기(하퇴)를 고정하기 위한 높이
제어장치 조절 및 신축성 밴드가 필요함.

콘셉트
콘셉트

디자인을 보완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트레드밀
기반의
엔드-이펙터
보행재활기기에
장착하여
편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능평가와 사용성

•미세한 관절들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격을 제공해야 함.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사사의 글
3.2 반장슬 및 슬관절 제어장치 콘셉트 디자인
<그림 5>는 반장슬 및 슬관절 제어장치의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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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별도의 도구 없이도 고정이 되게 하였다. 또한
반장슬 발생 시점에 따라 10mm 간격으로 제어
바(Bar)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오디늄
자석의 같은 극을 마주보게 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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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본 연구는 장애인용 체간재활로봇 개발에 앞서

체간조절능력은

로봇의 움직임 가동범위와 형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 적정한 기준값을 제안하기 위해 비장애인을

고난도 과제 수행 시 조화로운 사지움직임과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다[1]. 이러한 체간조절능력의

대상으로 앉은 자세 유지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장애는 신체 부정렬, 상하지 운동기능 감소, 균형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용 체간재활로봇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6 개의

보행 능력 저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체간재활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2].

서보 모터(servo motor)를 이용하여 모든 방향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활동과

체간재활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 스위스볼(swiss

움직임, 힘, 토크를 생성할 수 있는 스튜워트

ball), 균형디스크(balance disc), 와블보드(wabble

플랫폼(stewart platform)을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로봇의 움직임 범위 설정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board) 등 불안정한 지지면을 가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체간재활을 실시하는 것이 체간의 안정성

얻은 roll, pitch 방향의 각도, 각속도, 각가속도에

(stability)

대한 기준값 이하 범위를 적용하며 셋째, roll 방향의
움직임은 각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pitch 방향의

및

고유수용성감각(proprioception)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3].

움직임은 각도와 각속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이러한 도구의 활용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때문에 roll, pitch 방향으로 각기 다른 훈련 강도가
정해져야 한다.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움직임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없으며 기능수준이 낮은
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 어렵고 위험성이 많다는

주제어

단점이 있다. 또한 체간은 신체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분절이기 때문에 체간재활 시
치료사는 체력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장애인, 체간재활, 체간재활로봇, 앉은 자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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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로봇을

재활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6 축 스튜워트
플랫폼은 6 개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모든 방향의
움직임, 힘, 토크(torque)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4]
장애인의 체간재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은
훈련효과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에 앞서
움직임의 범위와 형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용
체간재활로봇 개발 시 훈련효과와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성능으로 인한 개발비의 증가와 장비의
효과적인 활용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로봇의 적정한
그림 1 앉은 자세 유지 능력 평가

움직임 가동범위 설정에 필요한 정량적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3 평가 변인

2. 연구방법

실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의자의 각기 다른 기울임
각도, 각속도, 각가속도와 양 발 사이의 거리를

2.1 피험자
장애인용 체간재활로봇 개발 시 필요한 최대한의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자의
움직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험자의 양 발 중 어느 한쪽의

로봇 움직임 가동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비장애인 여성 3 인(나이: 30.33±1.15 세, 신장:

움직임이 5 cm 이상 발생하면 앉은 자세 시 균형이

168.67±1.53cm, 체중: 53.53±1.29kg )을 대상으로

무너졌다고 정의하였다. 의자의 기울임 각도, 속도,
가속도 변화 시 어떠한 시점에서 피험자들이 앉은

실시하였다.

자세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졌는지
불균형 유무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간재활로봇의 움직임 형태별 가동 범위를

2.2 실험 절차
피험자들은 <그림 1>과 같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안하였다.

제작된 실험용 의자에 착석하여 발받침에 발을 올려
놓고 양팔은 가슴 위에 교차하며 고개는 정면 5m
거리에 위치한 점을 응시하도록 지시 받았다. 이때

3. 연구 결과

실험용 의자 상부에는 4 개의 적외선 반사마커를
그림과 같이 부착하였고, 피험자의 좌우 발앞꿈치,

의자 위에 앉은 피험자가 균형이 무너졌을 때 실험용
의자의 움직임 크기와 빠르기는 다음 <표 1>과 같이

발목관절, 발뒤꿈치에 적외선 반사마커를 부착하였다.

나타났다.

피험자가 정적 자세를 유지한 채 실험용 의자에
앉아있을
때
피실험자는
roll
과
pitch
방향으로 2 가지 속도(빠름, 느림), 2 가지 각도(큼,

표 1. 불균형 발생 시 의자 움직임

작음), 각 경우마다 3 회씩, 총 12 회 실험용 의자를
들어 올려 의자를 기울였다. 피험자는 의자의

측정 변수(단위)

불균형 발생 시 의자 움직임

기울임이 발생할 때 최대한 의자에서 초기 앉은

Roll 각도(degree)

15.30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이때 3 차원
적외선 동작분석 카메라(Vicon, UK)를 이용하여

Pitch 각도(degree)

19.65

Roll 각속도(degree/s)

38.27

Pitch 각속도(degree/s)

45.11

Roll 각가속도(degree/s2)

341.57

Pitch 각가속도(degree/s2)

292.86

의자와 피험자의 체간 움직임 자료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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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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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모션 플랫폼(motion platform)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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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과제와 창의력 과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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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동작 등 향상 혹은 예방 상황과 관련된 단순한

조절 초점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힌트만으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Friedman & Forster, 2000). 이들의 한

연구이다. 향상 동기와 예방 동기가 각각 다른 인지
능력(창의력과 주의력)을 활성화시키는지, 또 이
양상이 접근 혹은 예방 동기를 유발한 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설계되었다. 실험
결과 기억 과제의 수행에서 조절 초점과 상황의 종료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쥐를 조작해 미로를 탈출하게
하는 문제를 풀게 되는데, 향상 동기 조건에서는 쥐가
미로를 빠져나가면 치즈를 먹을 수 있고, 예방 동기
조건에서는 미로 위에 부엉이가 맴돌고 있기 때문에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미로를 빠져나가 안전한 구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제는 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향상 동기나 예방

주제어

동기를 느끼게 하지는 않지만 향상 혹은 예방에 관련된

조절 초점, 향상 동기, 예방 동기, 주의 범위, 창의력

상황적인
점화한다.

1. 서 론

줌으로써

암묵적으로

동기를

같은 맥락에서 Mehta 와 Zhu(2009)는 색깔로

1.1 조절 초점과 주의 범위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인간은 크게 두 종류의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 중 하나의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향상 동기(promotion focus)과 예방 동기(prevention
focus)가 그것이다(Higgins, 1997). 향상 동기는 주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예방 동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상 동기는 접근과, 예방 동기는
회피와 각각 관련이 깊다. 이 두 조절 초점은 행동을
전반적으로 조절하기에 인지 능력에도 역시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향상 동기와 예방 동기가 인지 능력에
미치는

단서를

영향은

기분(mood)의

개념과

혼재되어

동기를 유발해 각각의 동기가 창의력과 세밀한 주의
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했다. 저자에 따르면
빨간색은 채점, 경고 사인 등 주로 실수와 관련된
상황에서 경고로 작용하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빨간색을 실수, 위험과 연관시킨다. 따라서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동기가 작동된다. 반면 파란색은 파란 하늘과 바다
등 평온과 안정과 연관되기에 빨간색에 비해 향상
동기가 유발되기 쉽다. 적극적인 탐색과 새로운 시도는
안전한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향상 동기와 예방 동기가 다른 종류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분이 변하지
않아도 조절 초점에 따라 인지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Friedman 과 Forster(2010)는 조절 초점에 따라 주의
범위가 달라지며, 향상 동기로 인해 주의 범위가
넓어지면 창의력이, 예방 동기로 인해 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기억 과제와 같은 세밀한 주의 과제의 수행이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또한 향상 동기 혹은 예방
동기가 의식적으로 유발되지 않더라도, 색깔이나 팔의

1.2 동기 유발 상황의 종료 여부의 효과
Baas 등(2011)은 이에서 더 나아가 동기를 유발한
상황이 종료되었는지, 즉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기가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동기를 유발한 상황의
종료 여부가 조절 초점과 상호작용해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며, 선행 연구에서는 상황의 종료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일관된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동기를 유발한 상황이 진행 중일 때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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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예방 동기 모두 창의력을 높이나, 상황이

2.2 도구

종료되었을 때에는 향상 동기의 경우 또 다른 보상을
찾아 나서게 하기에 창의력을 높이는 반면 예방 동기의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미로 과제와 세밀한 주의

경우

위험을

피해

휴식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는 기억 능력 등 다른
인지 능력에 대한 측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주의범위가 아닌 인지적 활성화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창의력은 다양한 사고 작용이 개입하는 복잡한 정신적
과정으로, 전반적인 인지적 활성화가 높아야 창의력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억 과제는 컴퓨터와 키보드로,
RAT 검사는 종이와 펜으로 실시하였다. 미로 과제는
Friedman 과 Forster(2001)의 연구에 사용된 것을
기반으로 MATLAB 으로 재구성하였으며, RAT
검사는 한윤영, 송인섭(2012)에 의해 개발된 한국어
버전 검사 중 일부 문제를 추출한 것이다.
2.3 절차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연구 문제
동기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동기가 어떻게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Friedman 과
Forster(2010), 그리고 Mehta 와 Zhu(2009)는 이를

독립변인은 2x2 설계로, 조절 초점(접근/회피)와
동기를 유발한 상황의 종료 여부(종료/진행 중)이 있다.
종속 변인은 창의력 측정 도구인 RAT 과제의 수행
점수와 세밀한 주의를 측정하는 방법인 기억 과제
점수이다.
참가자는 우선 성취 동기를 측정하는 설문에 답하고,

주의 범위로 설명하는 반면, Baas 등(2011)은 전반적인

약 2 분 동안 컴퓨터 미로 과제를 풀었다. 방향키로

인지적 활성화가 이 효과를 매개한다고 주장한다.

쥐를 조작해 미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제이며, 제한
시간은 없었다. 미로는 매 시행마다 새롭게 생성되지만

Mehta 와 Zhu(2009)의 연구에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 자극은 단순한 색깔 자극으로 상황의
종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aas 등(2011)의 인지적
활성화 가설에 따르면 창의력 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Mehta 와 Zhu 의 실험 결과
색깔로 동기를 점화했을 때 두 동기 간에 창의력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Mehta 와 Zhu 의
연구와 Baas 등의 연구의 변인들을 통합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두 연구 간의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고자
한다. 주의 범위와 인지적 활성화라는 두 이론적 설명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어느 설명이
더 유력한 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한 이론을
확정적으로 기각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후속 연구를 설계해, 조절 초점과 인지 능력을 매개하는

난이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향상 동기 조건에서는 미로
끝에 치즈가 있고(그림 1), 예방 동기 조건에서는 미로
시작점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를 피해 나가야
한다(그림 2). 종료 조건에서는 쥐가 미로를 탈출하면
화면 상단에 Complete! 이라는 글씨가 뜨고, 진행 중
조건에서는 미로를 탈출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멈춘다.
이 경우 프로그램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다른 과제를
먼저 수행한 후 마지막에 다시 미로 과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알려 준다. 이 미로 과제는 Friedman 과
Forster(2001)가

썼던

동기

조작

방식을

Baas

등(2011)이 수정한 것으로, 상황의 종료 여부라는
변인을 추가하기 위해 Friedman 과 Forster 의 과제에
미로 과제를 마치기 전에 프로그램이 멈춰 버리는
frozen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것이 주의 범위인지 전반적 활성화인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상황이
진행 중일 때는 주의 범위의 효과가 주요해 향상 동기
조건에서 창의력이 더 높고 예방 동기 조건에서는
주의력이 더 높으며,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는 각성의
효과가 주요해 두 과제 모두에서 향상 동기 조건의
수행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실험 방법
2.1 참가자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연세대학교 학부생 45 명이
수업 크레딧을 받고 참여했다.

그림 1. 향상 동기 조건의 미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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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과제의 경우 예방 동기 조건에서 기억 과제의
점수(M = 7.61, SD = 3.26)와 향상 동기 조건에서
기억 과제 점수(M = 8.27, SD = 4.18)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조절 초점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1) = 0.45. p > .05. 또한 상황의 종료 조건에서
기억 과제의 점수(M = 7.83, SD = 3.33)와 진행 중
조건에서 기억 과제 점수(M = 8.05, SD = 4.15)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료 여부의 영향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1) = 0.06, p > .05. 그러나 기억
과제에서 조절 초점과 종료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했다, F(1, 41) = 6.20, p < .05. 상호작용의
방향성은 그림 3 의 표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예방 동기 조건의 미로 과제

미로 과제를 마친 뒤에는 사용 빈도 1-400 위의 단어

대비검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단순주효과로 분해해

중 명사만을 추출해 그 안에서 무작위로 27 개의
단어를 선정해 만든 슬라이드를 1 분 30 초 동안

본 결과,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는(complete) 예방
동기(M = 8.75, SD = 3.41)와 향상 동기 조건(M =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이후에 검사가 있다는 것은

6.82, SD = 3.06)에서 기억 과제의 수행에 유의미한

알지 못했고, 단어를 잘 보고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차이가 없었다, t(41) = 1.30, p > .05. 반면 동기를
유발한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일 때에는(frozen) 예방

단어를 본 후 참가자들은 창의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원격 연합 검사(RAT; Remote Associates Test)의
한국어 버전을 풀었다. 이는 Mednick(1968)이 처음
개발한 방식의 검사로, 얼핏 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세

동기 조건의 기억 과제 점수(M = 6.36, SD = 2.69)가
향상 동기 조건의 점수(M = 9.73, SD = 4.76)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41) = -2.21, p < .05.

단어를 보고 이 세 단어와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단어를 생각해내는 검사이다. 일례로 노랫말, 집안일,
승복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는 ‘가사’이다. 이
검사는 종이로 제시되며, 39 문제를 푸는 데에 20 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앞서 학습한 단어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도록 한 후, 사후설명을 실시했다.

3. 결과
조절 초점과 상황의 종료 여부가 인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x2 분산분석을

그림 3. 기억 과제에서 조절초점과 종료 여부의 상호작용

실시했다. 창의력 과제와 기억 과제는 둘 다 종속
변인이므로 각각 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방 동기
조건에서 창의력 과제의 점수(M = 27.52, SD =
6.98)와 향상 동기 조건에서 창의력 과제 점수(M =
28.91, SD = 5.43)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조절 초점이
창의력 과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41) = 0.64, p > .05. 또한 상황의 종료 조건에서 창의력
과제의 점수(M = 29.39, SD = 5.53)와 진행 중
조건에서 창의력 과제 점수(M = 26.95, SD = 6.81)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료 여부의 영향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1) = 1.72, p > .05. 또한 조절 초점과
종료 여부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1) =
1.03, p > .05.

4. 결론
본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반해 예측한 것과 다른
방향의 상호작용이 나왔다.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complete)에는 향상 동기나 예방 동기나 차이가
없는데, 상황이 진행 중일 때(frozen)는 향상 동기
조건(cheese)에서 기억 과제 점수가 더 높다. 주의 범위
가설에 따르면 동기가 진행 중일 때 예방 동기
조건(cat)의 기억 과제 수행이 더 좋아야 하나 이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인지적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상황이 종료된 예방 동기 조건에서 가장 수행이 낮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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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여러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 텐데, 그 중
하나는 Baas 등(2011)이 발견한 조절 초점과 종료
여부의
상호작용은
창의력
과제에
한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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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분석함으로써, 새로 고안한 웹 사이트 사용성 평가
도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항공편을

2. LITERATURE REVIEW

예약하는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의 사용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웹사이트

2.1 웹 사이트 환경에 대한 사용성 평가
주어진 과업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효성 높은 사용성 평가 도구나
사용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항공사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관찰하는 것이 사용성 평가의 주된 목적인데, 특히 웹
사이트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불만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국내 항공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성

먼저, Hom 이 제시한 사용성 평가 방법은 질문법과
감정법, 그리고 검증법이 있는데(Hom, 1996),
질문법은 조사법과 설문조사로, 감정법은 발견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착안해야 할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평가와 속성검사 그리고 및 가이드라인 체크법으로,
검증법은 생각말하기,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안구추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험 후 조사와 과업 후 조사가

사용성 평가 도구, 사용성 평가 원리, 웹사이트

있다. 실험 후 조사는 모든 작업을 완료 한 후에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표적인 실험

인터페이스

1. 서 론

후

자유여행의
현대인의

수행측정,

성장과

소비

오늘의

트렌드로

행복을

중시하는

말미암아,

우리나라

조사의

방법으로

Software

Usability

Measurement Inventory(SUMI), Post-study System
Usability Questionnaire(PSSUQ)가 사용되곤 한다. 한편,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정국이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자국민에 대한

과업

우리나라로의

Question(SMEQ) 등이 있는데, 특히, ASQ 를 개발한
Jim Lewis (1991)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답을 하는

여행을

규제함으로써,

후

조사

방법으로는

Questionnaire(ASQ),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방법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항공사 웹사이트의

“전혀

Subjective

동의하지

After-Scenario
Mental

않는다”에서

Effort

“매우

동의한다”까지의 7 가지 평가 척도를 최초로 고안한
바 있다.

사용빈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각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며,
각 항공사에는 불만을 유발하는 원인을 측정하는

이외 또 다른 사용성 평가 방법으로는 Think aloud
protocol, Question-asking protocol, Performance
measurement, Log file analysis, Retrospective

도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사 웹 사이트에 대해 사용성을 평가할 수

testing, Remote testing, Co-discovery tasks 등이
있는데, 이 중 Think aloud protocol 은 피실험자가
시나리오에 명시된 과업을 수행하면서 표출하는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3 개 항공사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맥락을 관찰하고,
예매 과업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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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웹 사이트에 어떠한 경로로 접근하는지,

3 사의 웹 사이트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Rubin, 1994). 이에, 본

것이다.
3.1.2. 설문 평가 참가자 및 실험방법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웹 사이트에 대하여 직접

본 연구에 참가한 피실험자는 총 21 명(남성 16 명,

묻는 Question-asking protocol 방법보다 사용자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수집하기에 적합한 Think

여성 5 명)이었으며, 연간 실험의 대상이 되는 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항공권 예매 과업을 3 회 이상 이용한

Aloud Protocol 을 사용하였다. (Zhang 1996,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Marcus, 2014, Dumas & Radish 1999, Hartson,
Castillo, Kelso, Kamler & Neale 1996).

본 연구를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제공한 항공사 웹
사이트 과업 시나리오는 표 1 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2.2 예매 및 예약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가운데서 예매 및 예약

표 1. 항공사 웹 사이트 과업 수행 시나리오

서비스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들의 주요 대상으로

과업 구분

세부 내용

활용되어왔다. Yang. (2012)의 연구에서는 패밀리

과업 1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전시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권을
아래 시간으로 왕복
예매하세요.
• 김포→제주 : 12:00 이전
• 제주→김포 : 12:00 이후
예매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 정상운임으로 결재
• 비회원 예매
• 일시불 신용카드 결제
예약 인원은 성인 1명이며, 왕복 항공권 모두
10 ~ 15열 사이의 좌석에 한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십시오.
기내식, 수화물 추가 등 기타 부가서비스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과업 2

제주→김포 비행기 출발 시간을 12:00시
이후로 변경하되, 동일한 운항 요금의 시간으로
변경하세요

과업 3

전시회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약했던
항공권을 모두 취소하세요.

레스토랑 예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유용성, 사용 편의성, 학습 용의성, 만족도 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Moon.
(2008)은 공연예술 웹사이트의 웹 사용성 만족도가
공연 관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Moon. (2008)은 자신의 연구에서 컨텐츠와
네비게이션,

상호작용이

웹의

사용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상호작용이
사용성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3. METHOD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국내 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부여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단계와 각 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과업을 수행한 이후에, 인간의 정보처리 모형(C.D.
Wickens et al., 1992)을 바탕으로 제작한 휴리스틱

먼저, 피실험자에게 시나리오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평가 설문지을 작성하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하였다. 이것은, 시나리오에 명시된 과업을 진행하는

3.1 항공사 웹 사이트 과업 수행

도중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을 재차 확인함에 따른 시간

3.1.1. 항공사 웹사이트 선정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국내 3 대 저가항공사인

피실험자로 하여금 해당 웹 사이트의 인터페이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의 웹 사이트를

평가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과업 수행 반응

선정하였다. 상기 항공 3 사의 인터페이스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사용성 불만도의 차이가 크게

시간 측정에 대한 방해 요소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실험자가 시나리오에 제시된 내용에

엇갈렸으며, 서로 항공편을 예매하는 절차와 방법이
명백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즉, 서로 극명하게
다른 항공 3 사의 웹 사이트 인터페이스를 사용자들이

따라

항공사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항공편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해당 웹 사이트 간의 장점과

3 까지 완료하는 전체 과업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단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상호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를 보다

피실험자

예약하게 하였다. 이 때, 표 1 의 과업 1 부터 과업
별로

항공사

실험

순서를

무작위로

조정하여, 이전 항공사 예매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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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

능력이

다음

항공사

예매

과업

수행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였다.

티웨이항공 웹 사이트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항공사 별 항공권 예매 및 취소 과업을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이 0.000 으로 항공사별

실시한 이후에 해당 항공사에 대한 휴리스틱 평가

과업 반응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문을 바로 실시하게 하였다.

확인하였다.
3.2 사용성 평가 설문
표 2. 항공사별 과업 반응시간 일원분산분석 결과

3.2.1. 평가 원리 정립

구 분

평가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평가
문항에 어떠한 평가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C.D. Wickens et al(1992)의
인간의 정보처리 모형에 착안하여, 지각(Perception),

제곱합

자유도

그룹 간

600194.00

2

그룹 내

430805.42

60

총계

1030999.4

62

F값
41.796

유의수준
.000

반응 선택(Response Selection), 반응 실행(Response
4.2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Execution), 시스템 환경(System Environment)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20가지의 평가 원리를

4.2.1. 항공사 별 사용성 평가결과 비교

고안하였다.

항공사별로 획득한 사용성 평가점수는 아래의 표

3.2.2. 평가 설문 제작

3.에 제시되어 있다.

웹 사이트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 문항은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23개

표 3. 항공사별 사용성 평가점수 기술통계

문항은

항공사

20가지의 세부 평가 원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하나의
설문
문항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일부 평가 원리, 즉
가시성, 강조성, 피드백의 경우에는 두 개의 문항으로
분리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두 개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티웨이

60.0

92.0

80.8

8.475

제 주

20.0

80.0

60.1

15.694

이스타

40.0

91.0

73.9

13.307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원리는 각 문항별 50%의

세 개의 항공사 중 제주항공의 사용성 평가점수가

가중치를 주어 배점하였다.
한편,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한 후 사용자들이

가장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티웨이항공의
사용성 평가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시스템 환경’이라는

또한, 항공사 간 획득한 사용성 평가 점수가 실제로

정보처리의 각 과정에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표 5와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실제로 유의한

해당 웹 사이트의 점수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해당 웹 사이트의 전반적인 ‘사용성’에
대하여 점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표 4. 항공사별 사용성 평가점수 일원분산분석 결과
구 분

만약, 본 연구를 통해 각 항공사별 과업 수행에

제곱합

자유도

유의한

그룹 간

4667.651

2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새롭게 제작한
웹 사이트 사용성 평가 도구의 유효성이 입증될 수

그룹 내

9904.952

60

14572.603

62

따른

반응

시간과

사용성

점수

간에

총계

있을 것이다.

F값
14.13

유의수준
.000

더불어, 본 연구를 위해 새롭게 고안한 사용성 평가

4. RESULTS & DISCUSSION

설문 도구가 유효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항공사별
과업 반응 시간과 사용성 평가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유의 확률 0.000 으로 상호

4.1 항공사 웹 사이트 과업 수행 결과
각 항공사별 웹 사이트에 대하여 예매 및 취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업을 실시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주항공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과업 반응시간이 짧은

웹 사이트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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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정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는 항공권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좌석을 선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예약과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함으로써,
과업
반응실행시간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킴.

효율성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는 탑승자와 예약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보를 다시 한 번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반응실행시간을
요구함.

보조성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 입력
등의
과업에서,
사용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영문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
실수로 한글로 입력하는 경우 등) 적당한 도움말
기능이나, 적절한 수정 Tip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 환경으로 구성되어, 정보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항공사 웹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에서 보다 우월한
사용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2. 정보처리의 각 단계와 사용성 간 관계
표 5 와 같이 사용성과 정보처리 모형의 각 단계,
즉 지각 단계, 반응 선택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시스템 환경 단계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모든 단계가 사용자들이 평가한 사용성
점수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사
용
성

지각

피어슨
상관계수

.872

유의확률

**

.000

반응
선택
.872

**

.000

반응
실행

시스템

환경

**

.882**

.000

.000

.866

5. CONCLUSION

4.3 정성적 인터뷰 결과
설문평가를 종료한 사용자들에 대하여 정성적인

본 연구를 통해 고안된 사용성 평가 도구의 세부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각 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예매 및 취소 과업을 수행하면서 서비스의 부족한

평가원리 20 가지가 인간 정보처리 모형의 각 단계 및
사용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점이나

요구되는

확인되었으며, 특히, 효율성, 보조성 간결성, 조작

사항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을 수집하였으며, 표 5 와
같이 정리하였다.

용이성이 웹 사이트의 사용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성적인

불편했던

점,

그리고

개선이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웹 사이트 사용성 개선을

표 5. 정성적 인터뷰 결과
Principle

주요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가시성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항공권 “매진”이나
항공편 “시간”등의 주요정보가 눈에 띄게 기재되지
않아서 지각하기가 어려움.

구별성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항공권 구매 후, 사전
좌석을 선택하는 배너가 다른 일반 컨텐츠로
구성된 배너와 구분되지 않아서, 지각하기가
어려움.

강조성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 예매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구역이 광고나
다른 정보들에 비해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아서,
지각하기 어려움.

간결성

위해 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세부
Context 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제안하는 사용성 개선에 대한 주된 의견이 새롭게
고안된 사용성 평가도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평가 도구의
유효성을 보다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웹 사이트의 사용성에
착안한 사용성 평가 도구를 고안하는데 그쳤지만,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양상의 시스템
환경에서 본 연구를 지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보다
보편적이고 활용성 높은 사용성 평가도구를 개발할

OO항공사 웹 사이트에서는 예약 취소과업을
수행할 때에 예약 취소 항목 이외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반응 선택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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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국내외로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비교해보며

계획을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세워야

하는

위해서

본

불편함과
논문에서는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따른

늘어나고 있다. 자유여행을 가기 전 여행코스를

최적의 경로, 목적지로 가는 방법 및 교통수단

세우는 과정에서 일일이 위치를 검색해보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까운 거리를 비교해보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본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

관련연구에서는 최단경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최단경로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따른 최적의 경로,

알고리즘을

논문에서

목적지로 가는 방법 및 교통수단 정보를 알려주는

살펴보고,

제안하는

최적의

3
여행

절에서는
경로

본
추천

시스템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여행을 다녀왔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여행객들의 추천경로나 후기 등을 공유 할 수 있다.

주제어
여행서비스,

최적경로,

2. 관련연구

추천서비스,

2.1 A* 알고리즘

억지기법(Brute-force Technique)

A*

알고리즘은

출발

꼭짓점으로부터

목표

꼭짓점까지의 최적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1. 서 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꼭짓점에 대한 평가 함수를

2016 년 한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2200 만 명을

정의해야 하며, 평가 함수 f(n)은 다음과 같다[1].

넘어섰을 정도로 국내외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에 관련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은 많지만 여행객이 가고자

⦁g(n): 출발 꼭짓점으로부터 꼭짓점 n 까지의 경로

하는 다수의 목적지를 모두 방문하는 경로를

가중치

추천해주고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h(n): 꼭짓점 n 으로부터 목표 꼭짓점까지의 추정

드물다.

경로 가중치

자유여행을 가기 전 여행코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일이

위치를

검색해보고

가까운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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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억지기법 (Brute-Force 알고리즘)
억지기법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비교하여 가장 작은 비용을 사용한
경우를 선택한다. 즉(N-2)! 개의 경우를 비교하여
가장 여행 경비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이 억지
기법이다[2].
예를 들면 4 개의 도시 A, B, C, D, 출발도시 A,
도착도시 D 가 주어졌을 경우, 경유지의 수가
2 명으로, 억지 기법 시 D 가 주어졌을 경우,

그림 1.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시스템 구성

경유지의 수가 2 임으로, 억지 기법은 2! = 2
가지의 경우를 비교하여 여행 경비가 적은 경로를
문제의 해로 결정한다.

3.2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서비스 주요
기능

만약 도시가 5 개(A, B, C, D, E) 출발지가 A,
도착지가 E, 나머지가 경유지라고 하자[3].

• 최단 경로 추천 기능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한 경유지들의 최단 거리를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4

개의

도시를

경유하게 되는 경우 총 경우의 수는 4! 로 결과
경유지의 수가 3 임으로 위와 같이 3! 가지의

값이 24 가 나오게 된다. A -> B -> C -> D 에

경우가 생긴다. 3! 의 경우 중에서 여행 경비가

대한 순서 변경으로 총 24 개의 값을 저장한다.

적은 쪽이 문제의 답이 된다.

요청한 지도 API 값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후 최솟값으로 나온 최단 경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3.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시스템

• 각 목적지 간의 교통수단 서비스 기능

3.1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시스템 구성

길 찾기 모드에서는 사용자에게 Driving, Walking,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시스템의 구성은

Bicycling, Transit 로 총 4 가지 방법을 지원한다.

최단여행경로 분석 및 목적지 모드 분석을 위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 시 최단거리를 가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다. 그림 1 은 본

각 목적지 사이를 모드에 대한 상세 방법을

논문에서 제안하는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제공한다.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B->C

에

대한

목적지를

Transit 모드로 제공받게 될 경우, A->B 에 대한
지하철 또는 버스에 대한 노선 정보와 정류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추가로 환승해야 될
경우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최단
경로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제공된
경로 시스템 내에서도 각각의 목적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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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에게는 추천 경로 제공뿐만 아니라 상세
설명까지 조회 가능하다.
이 때, 모든 경유지의 최단 거리 기준은 사용자가
선택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돟하는 시간에 의해
정해진다. 사용자가 선택한 모드가 도보라면 오직
걸어가는데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사용자의
선택이 운전이라면 일반 차를 이용하여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3.3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서비스 주요
기능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시스템
구현
HTML5, Java script, jQuery 로 구현하였으며,
서버는 Node.js 로 구현하였다. 표 1 은 제안
시스템의 개발 환경을 나타낸다.
그림 2.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서비스 앱 UI
표 1. 제안 시스템 개발 환경

구분

사용언어 및 프레임워크

Client-side

HTML5, Javascript, jQuery

Server-side

Node.js

Database

Mysql5

본 시스템은 그림 3 과 같이 현재 웹 페이지를
이용해 다수의 목적지를 선택하고, 최적 경로를
제공하도록

Tools:

다수의

목적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모든 입력 장소에 대해 마크
표시가 되고, 여행 순서에 따라 마커 사이에 선을
표시한다.

client: Chrome Browser
IDE

구현하였다.

WebStorm,

Toad,

phpmyadmin

다음 그림 2 는 최단경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나타낸다.

그림 3.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서비스 웹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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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안 시스템 시나리오 및 시스템 평가

▪출발지와

최적의 여행 경로 추천 시스템의 시나리오 는

교통수단 정보 제공

다음과 같다.
• 1 단계: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이미 여행을

▪입력한

다녀온 여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갔던

정보만 제공

모든

▪입력한

목적지까지의

장소의

장소까지

가는 교통수단 정보 제공
경로

▪최적의

여행객들의

외

다른

정보

공유

가능

경로나 관광지를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을 경우
글을 게시할 수 있다.
• 2 단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사용자는 이미

여행자가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의 후기를 보고 참고할 수

광안리, 부산역, 해운대를 관광하고자 한다면,

있다.

부산 여행지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여행객들의

• 3 단계: 사용자가 출발지와 마지막 목적지를

경우에는

설정 해놓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다수의 경유지를

기차역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부터 가기 십상이다.

입력하면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모든 경유지를

5 곳의 관광지에 대해 최적의 경로는 부산역-

방문하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최적의

남포동-서면-광안리-해운대 순이다. 이 경로를

경로를 제공해준다. 또한 사용자는 이동 방법을

자동차로 이용하게 될 경우 1 시간 21 분이

선택한다. 대중교통, 도보, 운전 등 모드 선택을

소요되며, 총 거리는 27.2km 가 된다. 그러나

통하여 이에 맞는 최적 경로(짧은 이동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여행자가 부산역-해운대-남포동-

제공받는다.

광안리-서면 순으로 가게 된다면 2 시간 38 분이

• 4 단계: 제공받은 경로가 마음에 든 경우 경로를

시간이 소요되며, 총 거리는 53.9km 이다. 최적의

클릭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면

경로와 최악의 경로를 비교했을 때는 26.7km 가

선택한 수단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이가 나며 1 시간 17 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처음

부산

숙소에서

지역에서

가장

서면,

가까운

남포동,

곳

혹은

된다.
기존의 지도 서비스는 경유지를 추가하여 모든
경유지를 방문하는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처음에

입력한

최단경로를

출발지,

도착지사이의

계산하는
최단

A*알고리즘은

경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경유지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

오직 출발지와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 알려주는
서비스만

기존에

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유지

모든 경유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 경로를

순서대로 최단 경로를 알려준다. 표 2 는 기존

추천하는 억지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지도 서비스와 제안 서비스의 비교를 나타낸다.
표 2.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비교

기존의 지도 서비스

▪사용자가

입력한

목적지,

경유지

경로를

순서대로

경로 정보 제공

4. 결론 및 향후 연구

최적의 여행 경로 추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다수의 목적지를

시스템

모두 방문하는 최적의 경로와 가는 방법 및

▪사용자가 입력한 목적지,

교통수단을

경유지의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며

이미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후기를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정보를

제공,

얻을 수 있는 “여행자를 위한 최단 경로 추천

▪지도에 동적으로 경유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순서 변경 가능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일일이 위치 및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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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에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한 경로 추천
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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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요약문

사람의 1 일 수분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체내 지방,
성별, 정서 상태, 신경계 상태, 기초 대사량, 날씨,
신체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1 일 권장 수분량은
일반적으로 체중과, 성별 정보로 제공된다.(보건복지
WHO) 체내의 수분이 1~2%가 저하 됬을 때, 갈증
증상이 나타난다[1]. 기존 텀블러 형태로 사람들의
물을 마신 양을 측정해주는 디바이스가 출시 됬다.
하지만 텀블러 형태의 측정 방법은, 사용자 개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단순 물 마시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물 섭취 습관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없었다.
기존에 출시된 보틀형태의 스마트 물병은, 사용자의
단순 물마시는 양을 측정해주며, 물마시는 알람을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 제공하였다. 사용자 평가 결과
해당 방법의 식수 알람은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못하면 사용자에 행동 변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물 섭취 습관 개선에 가장 큰
목표를 둔다.

국내 성인의 60%가 만성 탈수 증상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성인들의 물 섭취 습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디바이스를 제작한다. 해당
디바이스는 물 섭취 습관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IoT
기술을 활용한 텀블러 거치대로 제작한다. 해당
텀블러 거치대는 책상 위에 올려두는 형태(고정형)로
제작되며, LED 를 통해 물 섭취 시간 및 하루 목표
섭취량 달성율을 알려주는 시각 기반 인터페이스로
제작된다.

주제어
식수 습관, 물 섭취 습관, 성인, 직장인, IoT, 사물
인터넷, 시각 인터페이스

서론
인체의 구성요소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의 6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의 75%,
지방의 25%를 차지하며, 물의 이동 경로는 입->위>장->심장->혈액->신장을 순환하는 경로로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 요소로 손꼽힌다.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 농도 차이를 통한 생명활동 신호에도
물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몸 에너지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1 인 수분 섭취량의 60%는
음료에서 습득되며, 1kg 당 36ml 의 1 일 수분
섭취량이 필요하다.(60kg 의 사람은 2.16L 의 물이
필요하다.) 국내 남녀 직장인 769 명을 대상으로 하루
물 섭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일 평균
5.3 잔으로 물 섭취량이 적정 수준인 10 잔에
반정도로 나타났다. 평소 자주 갈증을 인식함에도,
직장인 10 명중 4 명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라고
답하였다. 이 수치는 국내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만성
탈수 증상이 예상되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
판단된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인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간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직장인들의 물 섭취
습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된다.

본문
1. 서비스 기획
1.1 사용자 및 환경 분석
해당 연구의 1 차 타겟은 직장(오피스 근무)를 하는
30-50 대 성인으로 지정한다. 메인 타겟을 선정한
이유는, 성인들에게 행동의 패턴을 변경하는 일은
아이들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며, 3050 대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 관리에 최적화 된 그룹이라
판단되었다. 물 섭취량은 신체적 질병에 따라서 1 일
권장량이 달라짐으로, 질병이 없는, 성인 남녀 그룹에
있어 직장인이 해당 연구의 첫번째 타겟 그룹이
되었다. 해당 타겟은 물 섭취에 접근성이 높은
환경이지만, 개인적인 행동 습관에 문제로 수분
섭취량이 부족한 그룹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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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위한, 제공 서비스를
기획한다. 직접적인 인터뷰와, 페르소나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표 2]. 앞서 살펴본
행동주의적 습관 형성 이론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통해 물 섭취 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도 순위를
정리하였다.

섭취 습관 개선을 위한 솔루션 실험디자인을 하기
이전 그들의 행동 반경과, 행동 패턴, 주변 환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2 행동주의적 습관 형성 방법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물 섭취 습관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솔루션을 제작하기에 앞서
인간이 행동을 통한 습관형성의 이론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다. 습관 발달 및 유지에 있어서
1 차적인 목표는 안정적 상황에서의 행동의 반복이다.
즉 적정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행동의 반복이 습관 개선의 1 차적 목표이다. 2 차
목표는 보강&보상으로 제공된다.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습관은 소멸된다. 즉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섭취하는 행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도하는 행동을 수행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3].
본 연구에서는 행동주의적 습관 형성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인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매일 같은 시간 물 섭취를
알리는 알람을 제공하며, 1 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한다. 또한 1 일 섭취량 대비 섭취량을 달성율로
나타내어, 보상을 제공한다.

표 2. 사용자 요구사항
하루에 마실 물의 양 알려주기.
물 마실 시간 알려주기 (기상시간 기준 2-3 시간 단위)
체내 수분량
하루 권장량 대비, 섭취량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강력한 주의 및 경고

이 후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3 요소 기능을
체크하였다. 하나,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하루 섭취
권장량 대비, 섭취량 정보를 제공한다. 둘, 우리는
간단한 시각적 주목도를 높여주는 디바이스를 통해
물 섭취 시간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시각적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전달한다. 세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위한 IoT 디바이스를
제작한다.

2. 디바이스 제작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지속적인 알림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 하였을 때, 직장인들의
사무실 책상 위에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있는 형태의 제작을 고려하였다. 사용자 리서치
에서 물을 마시는 도구는 텀블러, 머그컵, 일회용 컵
등 사용자의 개인의 니즈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시중에
나와있는 스마트 텀블러의 형태로 섭취할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용자마다의 개인의 취향과
니즈를 뺏어가는 행위라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섭취 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스마트 텀블러
형태가 아닌, 음료 거치대의 형태로 섭취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1.3 사용자 인터뷰 기반 제공 서비스 분석
프로젝트 목표를 위한 디바이스 제작에 앞서 메인
타겟 층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총 5 명의 사람을 서면 &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잠재고객의 니즈를
뽑기 위한 조사로 이루어졌다[표 1]. 인터뷰는 30 대
남여(2:3)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인터뷰 내용
하루의 2L 라는 권장 물 섭취를 지키고 싶어한다.
물 섭취 습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물을 하루에 얼만큼 마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직장에서는 업무나, 업무 이외에도 사람간의 일이 많아서,
의식 하며 물을 챙겨 마실 수 없다.

2.1 사용자 인터렉션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해서 당장의 문제가 될 일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건강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물을 마시면 좋은 시간이 언젠지 잘 모른다.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장 물 섭취 량은
알고 있지만, 마시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의식을 하며 물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일상 생활 속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건강의 위험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

그림 1. 사용자 인터렉션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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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pp Thumb Zone

본 연구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거치대 형태의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 폰의 연동으로 제공된다.
현재 모바일 폰을 통해 사용자 개개인의 물 섭취량을
모니터링 하지만, 추후 회사에서 폰 보다 PC 확인
시간이 긴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PC 서비스로 확장
시킨다. 사용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별, 나이, 체중,
키, 기상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수면시간)를
기록하면 개인 ID 가 부여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 섭취 권장량을 제공받으며, 물병을 올려두는
거치대에 자신이 사용하는 물병을 올린다. 거치대는
물병의 순수 무게를 인지하고, 물병의 무게를 제외한
무게로 0ml 값을 설정한다. 이후 사용자는 개인의
물병이나 컵을 거치대에 올려, 전체 무게 중 감소하는
무게 값을 마신 물의 양으로 인식, APP 데이터 값을
보낸다. 블루투스를 통해 디바이스에서 보낸 물의
값을 받은 app 은 전체 목표량 대비, 섭취한 물의
양의 값을 시각적 데이터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물
마시는 시간 알림은 처음에 작성한 사용자 인적사항
중 기상, 출근, 퇴근, 수면 시간에 기초한다. 사용자
기상시간 10 분 이내, 수면시간 30 분 이전에 핸드폰
앱을 통해 물 권장 시간 알림이 작동하며, 기상
시간을 기준으로 3 시간에 한번씩 거치대 디바이스를
통해 물 섭취 시간을 알린다. (앱 :소리 , 거치대 :
LED) 기상, 수면시간에는 거치대 디바이스가 사용자
주변에 없기 때문에 최초, 마지막 물 섭취 알림은
폰을 통해 전송된다[그림 1]. 앱은 Thumb Zone 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다[그림 2]. 앱의 메인화면에는

그림 3. LED 를 통한 인터렉션

2.2 하드웨어
본 제품은 소형화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이에
MCU 로는 블루투스와 MCU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JARDUINO-UNO-BTmini 를 사용한다. 물
섭취 시간을 시각적 알림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오 픽셀 12pin 링 ada-2854 를 사용한다.
네오 픽셀은 시각적 색을 통한 여러 알림을 컨트롤
해야하는 해당 제품 기획에 가장 알맞는 센서이기에
선택되었다(밝기, 색(R,G,B), 점등 방법 컨트롤 가능).
물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 4 선 로드셀 무게 센서
TAS606 와, 무게 증폭 장치 AD24bit 를 사용하여
구현 한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간을 인식해 음수 시간
알림 제공을 위해 시간센서 RTC 를 추가한다[그림 4].

하루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한 물의 양이
시각데이터로 제공된다. 사용자에게 물 섭취 시간 및
경고 알림은 사무실 환경을 고려하여 LED 와 앱
팝업을 통해 제공된다[그림 3].
그림 4. 하드웨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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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PP Architecture

2.3 소프트웨어

사사의 글

소프트웨어 개발은 Android Studio 2.3.3 버전의
툴을 이용한다. Android SDK Platforms 은
7.1.1(Nougat)를 설정하며, Java SE Development
Kit 8 을 설치 사용한다. 앱의 architecture 는
개인정보 입력과 동시에 사용자 ID 가 부여되며,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하루 섭취 물의 양과 권장량을
시각데이터로 제공한다[그림 5]. 메인 정보를 포함한
제공 정보는 크게 5 가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APP 하단 바 형태의 탭으로 구성 하였다[그림 6].
APP Architecture 를 기반으로 APP Design 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BG Color 는 Deep Blue 로
지정하며, point Color 는 Yellow 로 지정 한다.
Red 는 경고,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컬러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2017 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 산업
융합 특성화 인재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다. (과제 번호 N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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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블루투스 및 센서를 사용한
IoT 디바이스를 제작하였다.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을 받는 기존의 텀블러 와는
달리 스마트폰 자체의 LED 센서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의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여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물 섭취 행동을
유도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했다. 해당 연구의
궁극적인 Goal 은 알림이 제공되지 않아도, 스스로 물
섭취 시간을 인지하는 습관까지의 행동에 있다.

5.Institute of Medicine,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Water, Potassium, Sodium, Chloride, and
Sulfat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5
6.유주연,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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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요인,

7.우영운, 스마트 텀블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

현재는 사용자 분석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디바이스
제작을 진행하였다. 추후 해당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물 섭취 습관 개선을 주제로 피실험자
모집을 통한 수치화된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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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up Fogscreen Principle for Performance and Exhibition
박연용
Park Yoe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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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Moonr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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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장치를 개발하여 공연 및 전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허공에 영상을 투사하여 증강 공간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플로팅 홀로그램(Floating Hologram)은 공연,
전시, 실내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투명 스크린의 일종인 ‘포그스크린(Fog

플로팅 홀로그램을 구현 하는데 있다.

2. 본문
2.1 포그스크린의 원리

가지는
위하여

포그스크린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포그스크린의 원리와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상향식

초음파로 진동을 발생시켜 물 분자 간의 충돌로 물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를 허공에 분사함으로서

Screen)’의 제작, 또는 사용에 관심을
개발자들이나
미디어아트
예술가들을
포그스크린의 제작 기법을 제시하였다.

상온의 물에 0.3MHz ~ 25MHz 대역의 파장을 가진

만들어지는

주제어

미세물방울집단에

영상을

투사하여

플로팅 홀로그램, 증강 공간, 포그스크린, 상향식

스크린은 보이지 않고 영상만 보이게 함으로서 마치
영상이 공간에 증강된 것과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

포그스크린

있는 장치로[4], 실제로 스크린이 형성되는 모습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1.7 MHz 의 파장을

1. 서 론

가진 초음파 발생기를 사용 하였다.

1.1 연구의 배경
포그 스크린은 투명한 얇은 막(포일-foil)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플로팅 홀로그램과는 다르게 미세한 물방울
입자들로 구성된 투명 스크린을 형성하므로 물체나
사람이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2002년 핀란드(Finland)의 ‘투르크 과학
박람회(Turku Science Fair)’에서 처음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기술적인 진보가 거듭되어 포그스크린을
이용한 2차원 디스플레이는 이미 상용화되어 산업화
단계에 있고[1], 3차원 입체 영상 효과에 가까워지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3] 무대 공연과 전시,
미디어 아트, 실내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스크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동향 보고 정도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고, 하드웨어 제조기법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한 물방울 입자들로 구성되어
물체나 사람의 통과가 가능한 투명 막을 생성하는
상향식(아래에서 위쪽으로 분사하는 방식) 포그스크린

그림 1 실제로 생성된 포그스크린 – 그림의 중앙에 형성된
기둥이 미세 물방울 입자들이 고, 좌우에 있는 관에서 바람이
나와 가이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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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이드 바람과 하드웨어 구조 연구

2.3 시제품 제작과 재원

초음파 발생기에 의하여 생성된 미세 물방울(Fog)들은
4~5μm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5]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3, 4, 5>와 같이 시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재원은 <표 1>과 같다.

수증기인 기체와는 달리 물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 물 표면으로부터 약 10cm 정도의 높이 까지만
부양되므로 미세물방울집단을 이용하여 투명 스크린을
생성하기위해서는 먼저, 바람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수조에 담긴 물 표면 근처에 머물고 있는
미세물방울집단을 출구 쪽으로 상승 시켜야 하고,
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미세물방울집단들이 공기중에
흩어지지 않고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며 얇은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세물방울들이 분사되는 출구를
기준으로 좌우에 바람 가이드를 형성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팬을 통하여 유입되는 바람은 회전에 의하여
발생된 난류(turbulent flow)이므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층류(laminar

가이드로서

사용이

flow)로

가능하다.

변환해
이를

주어야

위하여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통로를 설계하고, 출구까지 연결되는
분사구를 수십 개로 분할된 직선형 관로 구간으로

그림 3 포그스크린 측면도

제작하여 바람이 각각의 관들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가진 층류로 바뀌게 되고, 좌우에서 만들어지는
바람 기둥 사이에 물방울집단들이 위치 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일정한 밀도를 가진 얇고 투명한 막이
형성된다.

그림 4 포그스크린 조감도

그림 5 제작된 포그스크린

표 1. 시제품 재원
구분

내용

비고

장치 크기

1020*314*421mm

가로*세로*높이

중량

장치 55kg/물 포함
65kg

용량

220V 1.5kw

스크린 크기

1000mm*1200mm

스크린 두께

40mm

스크린 중앙 기준

초음파발생기

48v 300w 1.7MHz3대

ø20, 세라믹

팬

12v 3A 4000rpm

12 개 사용

팬 풍속

3m/s

팬으로부터 50mm
거리에서 측정

소음

76dB

그림 2 포그스크린의 바람 및 포그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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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장의 실내

물 소모량

8L/h

수증기발생량

13,232L/h,
13.232m³/kg

ENGSoft 산업용
증기표(Steam Table)

저수 용량

3L

20분 연속 사용 가능

4. 결론

작동신호 방식

DMX512 digital

수동/콘솔 조작 선택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플로팅 홀로그램 기법들은

체널

6체널

fan 6ch

스크린을 가로질러 통과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테리어 및 광고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포그스크린은 플로팅 홀로그램 구현과 더불어 스크린
통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3. 예시 및 활용 범위
3.1 예시

연구에서 제시한 상향식 분사 방식과는 다르게 위에서

포그스크린을 활용하여 영상을 공간에 증강할 경우, 투
명 스크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경이 없는 불이

아래로 분사되는 하향식 분사 방식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나 물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나 사람 또는 물체 등을
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은 신상호
작가의 애니메이션 <Salsa(2015)>를 투사하여 스크린
뒤의 인물들이 마치 유령과 함께 있는 것을 연출한 그
림으로 비디오 아티스트인 빌 비올라(Bill Viola)가 물
을 이용하여 두 개의 분리된 차원을 표현한 것과 같이
다중 차원에 대한 무대 미학을 표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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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되고 있는 UPDRS (Unified Parkinson’s disease

이상운동을 동반하는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 질환으로
병에 대한 중증 및 진행 정도를 의사 및 숙련된

Rating Scale)를 살펴보면 숙련된 전문가가 환자에게
몇 가지 행동을 지시하고 환자의 운동 양상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에 의존하여 진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4].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의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웨어러블

사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고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병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킨슨병의 대표적 운동장애인 진전(tremor), 운동
완서증(bradykinesia),
이상운동증상을
분석하였다.

경직(rigidity)을

정량화하는

방법들에

기준으로
대하여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평가의 객관적 정량화
방법의 도입이 중요한데, 최근의 연구들은 각종 장비
를 활용한 각 증상의 정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상을 객관적으로 정
량화 한 논문들을 통해 각 증상에 대한 정량화 방법
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파킨슨병, 정량화, 진전, 운동완서, 경직

2007

288

3473
3694
4113
4391
4747
5156
5234
5754
6010
6230

2009

1. 서론

2011

1.1 파킨슨병의 정량화의 필요성

2013
2015

파킨슨병은 운동 및 비운동성 증상을 야기하며 환

2017

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노인질환 중

0

의 하나이다. 최근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2000

4000

6000

8000

논문 수

보면 국내 파킨슨병환자는 2010년 6만 1,556명에서
2014년 8만 5,888명으로 5년동안 40% 가까이 증
가하였으며[1],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그림 1. PubMed에 등록된 'Parkinson's disease' 키워드의

것으로 전망된다[2]. 아울러 파킨슨병 환자의 의료비

논문 수

용이 2010년에 1,265억원에서 2014년에는 2,620

2. 본론

억원 2배 넘게 증가하였고[1] 의료비용 지출 또한 상
당한 수준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2.1 조사 방법

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파킨슨병을 이해하고, 치료하

국내논문 검색을 위한 시스템으로 한국교육학술정

려는 목적의 연구들도 다수 진행 되고 있는데, 실제

보원(KE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생명과학 데이

(RISS)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터베이스 PubMed[3] 에서 “Parkinson’s Disease”로

출판된 학위논문과 국내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

검색하면 그림 1과 같이 최근 파킨슨병과 관련된 연

드 검색을 수행하였다[5]. 키워드는 “파킨슨병 정량화

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R Parkinson’s disease quantification”를 사용하였

병에 대한 이해 및 치료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는 진

다. 해외논문 검색은 미국 국립 보건원의 미국 국립

단이다.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는 데에는 주로 임상적

의학 도서관(NLM)이 관리하는 PubMed 에 등록된

평가기준들이 적용이 되며, 진단 척도로 주로 많이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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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fication AND (Tremor OR Bradykinesia OR

정하는 방법은 뇌전도,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거나 각

Rigidity)”의 키워드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9월

속도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0][11]. 근전도

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3].

신호는 진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 운동성을 측정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는 근육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파킨슨병 환자마다 이상운동증상의 차이 때문에 정량
화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운동이상 증상을 복
합적으로 사용해 병을 정량화한 연구들도 있다[13].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 파킨슨

그림 2. RISS 홈페이지

그림3. PubMed 홈페이지

병 정량화를 시도한 논문도 있었다.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신호에 따른 환자의 운동 반응 속도와

2.2 국내외 파킨슨병 정량화 연구 동향

화면의 두드림을 지시함으로 두드림 속도에 따른 환

국내논문은 키워드 중심의 1차 검색을 통해 학위논

자의 서동 증을 측정하였다[14].

문은 55건, 국내학술지 논문 15개, 총 70건이 검색
되었다. 해당 논문 중 뇌파, 호르몬과 같은 비운동성
특징을 기반으로 정량화를 시도한 논문과 중복된 연
구의 논문은 제외함으로써 최종 16건이 확보되었다.
연구 추세 분석을 위해 정량화 대상(진전, 완서 운동
그리고 경직)에 대한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진전
4건, 운동 완서 10건, 경직 8건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단일 논문에서 다양한 운동증상을 정량화 했을

그림 4. 이상운동증상에 따른 국내 논문 비율

경우 산정에 중복 반영하였다. 해외 논문은 1차적으
로 진전, 완서 운동 그리고 경직에 대하여 각각 40건,
19건 그리고 20건이 검색되었다. 추가적으로 이들
논문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운동성을 기반으로 한 논
문을 선별했으며 총 26개로 해당 논문이 분석대상으
로 결정되었다.

해외 논문은 국내 논문들에 비해 운동 완서, 경직,
진전을 기반의 논문 간의 수적인 측면에서의 큰 차이
는 없었다. 진전 22개, 운동 완서 23개, 경직 22개
가 검색되었으며 이 또한 단일 논문 내에 다양한 운
동 증상을 정량화 했을 경우 중복으로 반영한 값이다.
해외 논문 또한 진전, 운동 완서, 경직과 같은 이상운

그림 4을 보면 국내논문에서는 운동 완서를 기반으

동증상을 정량화 하는 방법의 종류에는 국내 논문과

로 파킨슨병을 정량화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많은

유사했지만 측정 방법의 추세는 차이가 있었다. 해외

파킨슨병은 정상인에 비해 운동 속도가 떨어지는 운

논문에는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를 함께 사용하여

동장애, 즉 운동 완서를 수반한다. 운동 완서의 정량

환자의 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화 연구는 대부분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각속도

다음으로 근전도 사용한 방법이 많았다[15][16]. 이

센서를 이용해 환자의 움직임에 대한 각속도와 각도

는 가속도/각속도센서가 환자의 운동과 직접적으로

를 산출한 후 환자의 UPDRS 점수와 비교 분석하였

관련된 가속도, 각속도 측정할 수 있으며 근전도의

다[6]. 경직을 이용한 파킨슨병 정량화 연구들은 대부

경우 근육의 긴장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다른 센서로

분 로드셀과 가변저항을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이를

는 측정이 쉽지 않은 경직을 정량화 할 수 있다. 해

측정하기 위해 환자에게 수동적으로 힘을 가하여 환

외 논문은 국내논문에 비해 신체 움직임, 두드리기

자의 손목관절의 점탄성을 측정하거나 각속도/가속도

등을 다양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 논문을 볼 수 있었

센서를 이용해 손 목 운동의 속도 및 각도를 측정한

다. 하지만 국내외 동향을 비교하기에는 국내 파킨슨

다[7][8].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손과 같은 신체를 비

병 정량화 논문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

정상적으로 떠는 진전 현상을 가지고 있으며 손의 경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우 4—6H의 규칙적인 떨림을 가진다[9]. 이러한 규칙
성은 병을 진단하기에 좋은 특징이 된다. 진전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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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진전

0

5

1

운동 완서

0

1

2

가속도/각속도 센서

근전도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직과

근전도(EMG)

같이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증상은 근육의 긴장도를

신체움직임

측정하기 위해 주로 근전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

로드셀, 가변저항

며 간혹 로드셀/가변저항을 이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

두드리기

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환자 스스

경직

로 사용할 수 있는 정량화 장비가 필요한데, 상대적
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가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그림 5. 이상운동과 측정 방법에 따른 해외 논문 비교

대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높고

2.3 파킨슨병 정량화 연구의 한계

사용이 편리한 환경을 활용한 정량화 방법 및 이에

진전과 운동 완서를 기반으로 파킨슨병을 정량화한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논문의 연구방법 대다수가 환자에게 UPDRS검

시중의 활성화된 스마트 워치, 팔찌 제품들은 사용

사시 수행하는 행동을 지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이

자의 심박수와 이동거리 등의 데이터 바탕으로 수면,

상운동증상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환

운동량 등을 측정하고 온/오프라인의 인터페이스를

자가 특정 행동을 반복할 시에만 증상을 정량화 할

통해 사용자에게 보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해당 동작을 정확하게 하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 중

는지 점검하기 위한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분이었다. 경직 측정에 사용된 로드셀과 가변저항

환자의 상태를 측정 및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시 비전문가인 환자에게는 사용이 어려워 전문가의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파킨슨병 측정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량화 방법의 한계점은 기

방법에서 사용된 로드셀과 가변저항은 측정 시 전문

존의 파킨슨병 진단 방법과 같이 여전히 지속적인 모

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직관적이

니터링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가 된다. 이를 극복하

고 저렴한 스마트 밴드 혹은 탈 부착이 편리한 팔찌

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

형태로 파킨슨병 측정 기기를 구현하고 이를 스마트

트 워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장도

폰 및 웹과 연동을 통해 분석 및 시각화를 지원한다

영[17]은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였는데, 총

면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병의

4가지 작업 (누름 속도, 인지속도, 각속도, 피아노 테

진행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의사에게도 병

스트)을 통해 환자의 서동 정도를 정량화 했으며 해

의 진단 및 치료에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당 결과 값과 UPDRS 점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및 웨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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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투약 오류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투약 오류 발생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과 컴퓨터가 동시에 인식 가능한 환자 식별
라벨을 제안한다. 환자 식별 라벨은 투약 오류
중에서도 투약인이 환자를 혼동하거나 약물 용기의
라벨을 잘못 읽는 경우를 예방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QR 코드와 유사하지만 저장
가능한 데이터양을 줄이고 사람이 식별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환자가 수만 명 이내의
규모인 의료현장에서 환자 식별 단계에 안정성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착하여 투약자가 약물을 혼동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투약 오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2. 기존 환자 식별 시스템
현재 병원에서는 환자 식별에 정확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식별 번호, 식별 팔찌, 바코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식별 번호와 식별 팔찌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있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고,
바코드 시스템은 환자 인식 절차가 빠르지만 초기
시스템 구축에 간접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 환자 식별 라벨
주제어
QR 코드, HCI, 환자식별, 투약오류

1. 서 론
투약오류는 환자를 혼동하여 약물을 잘못 사용한
경우, 간병인이 약물 용기의 라벨을 잘못 읽고
잘못된 약물 또는 용량을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1]. 투약오류는 의료오류 중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오류에 속한다. 특히 위중한 환자에게
발생한 투약 오류는 단 한번의 투약오류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병원들은 바코드 시스템 등의 다양한 투약오류
예방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를 사용하여 보다 쉽고
직관적인 환자 식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투약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를 통해 투약 대상 환자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여 투약인이 환자를 착각하여 잘못된 약을
투여하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식별 라벨을 약병 등에

의료 사고 예방 모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의
하나로 스위스 치즈 모델이 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이란 시스템의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2]. 즉 스위스
치즈에 있는 구멍이 사고나 결함을 뜻하며 이
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들거나 치즈의 개수를
늘린다면 처음 몇 개의 구멍을 통과하더라도 결국엔
막힌다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람과
컴퓨터가 동시에 인식 가능한 환자 식별 라벨은
치즈의 구멍을 좁힘과 동시에 치즈의 개수도 늘린다.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고 이미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 가능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코드 시스템과 다르게
초기 설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실수로
환자를
혼동할
가능성을
줄여주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식 가능한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 사고 방지에 한 단계의
예방책을 더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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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벨 이미지
라벨 이미지는 QR 코드(Quick Response Code)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사람이 인식 가능하게 하기 위하
여 포함 가능한 데이터 양을 줄여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고 좀 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색상을 추가하
였다. 그림 1 은 라벨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Javascript 오픈소스(The MIT License) 라이브
러리인 Identicon을 사용하여 생성한 라벨 이미지의
예시이다. Identicon은 입력된 ID의 해시값을 시각
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이다[3, 4]. 이미지 생성에 사
용되는 ID는 환자의 병록번호를 사용한다.

환자 네임태그 뿐만아니라 환자 팔찌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3 은 환자 팔찌에 환자 식별 라벨
이미지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의 환자 팔찌보다
가시성이 향상되고 단순히 문자만 있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환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환자 팔찌

5. 향후 연구 과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람과
컴퓨터가 동시에 인식 가능한 환자 식별 라벨
시스템이 투약 오류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투약자와 환자에게 설문, 실험
등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효과를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Identicon 을 사용하여 생성한 라벨 이미지

그림 1 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환자 식별을
위한 라벨 이미지와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이름,
나이, 성별, 병록번호 등의 정보를 결합하면 그림 2
의 (b)와 같은 환자 네임태그가 생성된다. 색깔과
이미지가 추가됐으므로 기존의 네임태그 형식보다
알아보기
쉬우며
멀리서도
환자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a) 기존의 환자 네임태그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투약오류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사람과 컴퓨터가 동시에 식별
가능한 환자 식별 라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환자
식별 라벨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Javascript 오픈소스(The MIT License) 라이브러리인
Identicon 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식별 가능한 라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벨 이미지에 담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병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큰 수정을 하지 않고 적용 가능하고 식별 팔찌, 식별
번호, 바코드 시스템 등을 대체하는 대체재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보완재의 역할도
가능하다. 또한 환자 식별 라벨 이미지는 환자
식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b) 라벨 이미지(Created by Identicon)를 사용한 환자 네임태그

그림 2 환자 네임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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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손가락에 따른 시각의 공간적 주의 양상
Which Finger Are You Using? The effect of fingers on visuo-spati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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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때 과제 수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Elk &
Blanke, 2011)는 몸에 대한 표상이 행동적 과제 수행에

우리는 기계를 사용할 때 핸드폰, 리모컨과 같이 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또 몸의 자세는 감각적인
자극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손이 어디에

쥐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지로 기계에 입력을 하는
반면 터치스크린 모니터와 같이 손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검지로 기계에 입력을 한다. 이러한 입력을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손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극에 대한 처리가 달라진다(Ionta,
Fourkas, Fiorio, & Aglioti, 2007; Thomas, 2015;

받은 기계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피드백을
준다.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안에
내재적으로 공간 정보가 담겨있어 엄지는 아래쪽과,

Reed, Grubb, & Steele, 2006).

검지는 위쪽과 더 잘 연합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본

어떤 경우에는 손의 자세보다 평소 형성된 습관에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엄지를 사용하는지 혹은

따른 표상의 영향이 더 강력하기도 한데, Rinaldi, Di
Luca, Henik, & Girelli(2016)의 연구에 따르면 숫자

검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손의 자세에 관계없이 평소

기계와 분리된 디스플레이에서의 공간적 주의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손가락으로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방식(finger
counting)에 따라 숫자와 공간의 연합이 나타났고,

사용 손가락에 따른 시각의 공간적 주의 양상의 차이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엄지 및 검지를 사용할 경우
아래쪽 위치에 비해 위쪽 위치에 대해 시각의 공간적

손가락으로 숫자 세는 방식과 글자의 읽기 방향에 따라
숫자와 공간의 연합이 나타났다고 한다.

주의가 더 빠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화면을 수평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몸에 대한 표상만 지니고

위, 아래로 나눌 경우 아래쪽 화면에 대해서는 그

아닌

순서

정보(e.g.요일)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해 내재적인 공간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최근 Romano, Marini

내에서 상대적인 위 아래의 차이가 시각의 공간적 주의,
즉 반응 시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and Maravita (2017)의 연구에서는 우리 신체

위쪽 화면에 대해서는 그 내에서 상대적인 위 아래의

부위들이 우세한 관련성을 보이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알아보고자 촉각 자극 판단

차이가 반응 시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지는 ‘위쪽’과 엄지는

주제어

‘아래쪽’과 우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손가락, 엄지 및 검지, 공간적 주의, 인터페이스
화면에서의 주의

표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다양한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는 몸에 대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극이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 서 론
우리는 몸에 대한 표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가 몸에 대한 표상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는 많지만

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 부위
단어가 제시될 때 제시되는 두 단어의 실제 거리가

최근 Romano, Marini and Maravita (2017)의
연구처럼 우리 신체 부위들이 우세한 관련성을 보이는

멀수록 반응속도가 증가하고(Struiksma, Noordzij, &

공간적 부분들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Postma, 2011)신체 관련 단어(e.g. 눈, 입)가 실제
위치와 일치한 순서로 제시될 때와 불일치하게 제시될

텔레비전, 컴퓨터, 에어컨 등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우리는 기계의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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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하고 기계는 우리에게 터치에 대한 피드백을

270˚, 315˚)가 제시되었다. 이때 제시된 동그라미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때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손에 쥐고 버튼을

크기는 시각도 2.5˚이었다. 또 시행에 따라
무선적으로 나타나는 정사각형의 경우 각 동그라미의

누르는 경우에 우리는 주로 엄지를 사용한다. 반면,

정중앙 위치에 나타났다.

직접 에어컨 본체로 온도를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기계를 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검지를 사용해
기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행된 연구의 결과처럼 검지는 위쪽과, 엄지는
아래쪽과 우세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다른 과제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더 나아가
신체 부위에 따른 우세한 공간 연합(엄지-아래, 검지위)이 교차양상적으로 시각에 영향을 미쳐, 시각의
공간적 주의가 엄지 및 검지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동그라미 자극 예시, eccentricity
10˚ (위), eccentricity 12˚(아래)

2. 실험방법
2.1 참가자
연세대학교 학부생 39 명이 본 실험에 참여했으며

2.5 반응 과제

이들에게는 심리학 실험 참가 크레딧이 부여되었다.
39 명 중 오답률이 높은 1 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공간적 위치에 따른 반응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Go
no Go paradigm 을 사용하였다. 텅 빈 화면에

분석에 사용된 38 명의 참가자 중 18 명은 엄지 사용

fixation 이 500ms 동안 제시된 후 주변에 동그라미
자극 8 개가 나온다. 이때 시행마다 무선적으로 8 개의

집단에 할당되었으며, 나머지 20 명은 검지 사용
집단에 할당되었다.

동그라미 중 하나의 동그라미에 네모가 나타나거나

2.2 실험설계
실험은

2(사용

손가락:

엄지

vs.

검지)

네모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동그라미만
나타난 경우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네모가 보일 때만

x

최대한 빨리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 받았다. 동그라미

2(eccentricity: 10˚, 12 ˚) x 8(자극 제시 위치: 0˚,

자극 8 개는 반응이 없는 경우(네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1000ms 동안 화면에 제시되었으며

45˚, 90˚, 135˚, 180˚, 225˚, 270˚, 315˚) 혼합
설계되었다. 사용 손가락은 참가자 간 조건으로,

1000ms 이 지난 후에는 blank 화면이 500ms 동안

eccentricity 와 자극 제시 위치는 참가자 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네모가 나타나 반응을 해야하는 시행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blank 화면이

설계되었다.
2.3 기구

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이후 다시 응시점이 나타나며
실험 과정이 반복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 반응 시간 과제는 E-prime
3.0 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또 반응 도구의 경우

2.6 실험 절차

반응할 때 손의 자세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를 수평선상에 놓을 수 있는 형태의

실험은 총 세 블록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블록은

조이스틱을 사용해 E-Prime 프로그램으로 응답을

연습시행으로 네모가 나타나지 않는 조건부터 네모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 8 가지(동그라미 위치 8 개)로 총

받았다.

9 가지 종류의 시행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이후 본

2.4 자극

시행은 총 두 블록으로 한 블록은 eccentricity 10˚,
다른 한 블록은 eccentricity 12˚로 실험이

자극은 Fecoetti, Paganoni, & Lorusso (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화면 정 중앙에 십자가

진행되었으며,

모양의 응시점이 있고, 응시점으로부터 eccentricity 가
10˚ 혹은 12˚ 위치에 원의 형태를 따라 동그라미

counterbalancing 되었다. 각 블록은 총 160 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80 시행은 네모가 나타나지 않는

자극 8 개(0˚, 45˚, 90˚, 135˚, 180˚, 225˚,

시행이었고 네모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 당 10 시행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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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10) 시행되었다. 각 시행 별 제시되는 자극은
무선적으로 선정되었다.

3. 결과
3.1 분석 방법
Outliers 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반응시간 평균에서
3SD 를 넘는 반응시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24 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용 손가락,
eccentricity, 자극 제시 위치의 세가지 요인에 따라
반복측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위치 별 반응시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림 2. 파란 선은 eccentricity 10˚일 때, 반응 속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위치들의 표시

사용 손가락과 자극 제시 위치의 두 요인으로 반복측도
분산분석과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3.2 반응시간 분석 결과
사용 손가락, eccentricity, 자극 제시 위치라는 세가지
요인에 따라 반복측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치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다, F(7, 252) = 18.64, p < .05. 또
eccentricity의 경우 eccentricity가 10˚일 때(M =
337.38, SD = 21.54)가 12˚일 때(M = 344.92, SD =
22.63)보다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랐다, F(1, 36)
= 12.69, p < .05. 하지만 연구의 가설인 손가락과 자극
제시 위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7, 252) = 0.54, p > .05,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은

그림 3. 파란 선은 eccentricity 12˚일 때, 반응 속도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위치들의 표시

어느 위치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eccentricity 10˚와 12˚일 때 각각 나누어 위치에

또한 3번 위치와 7번 위치를 기준으로 화면을

대한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ccentricity가

수평으로 위 아래로 나누었을 때, 아래 쪽의 경우 (3, 4,

10˚일 때와 12˚일 때 모두 아래쪽에 비해 위쪽에

5, 6, 7 위치 간의 관계) 약간씩만 ‘위’쪽 위치와 ‘아래쪽’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그림 2와 3은 각

위치가 차이가 나더라도 반응 속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위치 별로 대비검정을 했을 때 반응속도의 유의미한

나타났다. [(eccentricity 10˚: 위치 3(M = 330.85,

차이가 나타난 위치 들을 파란 선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SD = 20.52)이 위치4(M = 340.43, SD = 19.45)보다

파란 선의 분포로 알 수 있듯이 맨 아래(5번 위치)의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름, F(1, 36) = 16.80, p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eccentricity 10˚의 왼쪽

< .05. 위치4(M = 340.43, SD = 19.45)가 위치5(M =

아래(6번 위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치와 유의미한

346.78, SD = 19.25)보다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외의 파란 선의

빠름, F(1, 36) = 5.23, p < .05. 위치 7(M = 333.16,

분포를 보면 ‘위’와 ‘아래’에 대해 ‘위’가 절대적으로 맨

SD = 21.67)이 위치6(M = 345.61, SD = 20.48)보다

위(1번 위치)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위치에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름, F(1, 36) = 21.99, p

대해 상대적으로 더 ‘아래’에 있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 .05.)(eccentricity 12˚: 위치 3(M = 339.13, SD =

더 ‘위’에 있는 위치보다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23.90)이 위치4(M = 350.72, SD = 23.67)보다

수 있다.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름, F(1, 36) = 21.3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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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위치4(M = 350.72, SD = 23.67)는 위치5(M =

위쪽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아래쪽에 대한 반응속도보다

356.91, SD = 16.53)보다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선행 연구에

빠름, F(1, 36) = 5.01, p < .05. 위치5(M = 356.91,

따르면 전역적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쪽 시야에서

SD = 16.53)는 위치 6(M = 348.34, SD = 21.43)보다

반응시간이 빠른 반면 위쪽 시야에서는 국소적인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림, F(1, 36) = 12.30, p

정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빠르다고 한다(Christman,

< .05. 위치 6(M = 348.34, SD = 21.43)은 위치7(M

1993). 아무래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의 경우

= 337.70, SD = 21.23)보다 반응속도가 유의미하게

전역적인 자극보다는 국소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아래

느림, F(1, 36) = 19.34, p < .05)] 하지만 화면 위쪽의

쪽에 비해 위쪽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을

경우 (1, 2, 3, 7, 8 위치 간의 관계)는 약간씩만 ‘위’쪽

가능성이 있다.

위치와 ‘아래쪽’위치가 차이가 날 경우 반응 속도의

또 흥미로운 점은, 화면 정 중앙의 응시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위 아래를 나누었을 때, 아래쪽 화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위치들의 관계에서 상대적 위치가 ‘위’일
경우 상대적 위치가 ‘아래’일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4. 논의

반응속도가 빨랐다, 즉 이 경우 공간적 주의가 더

본 연구의 가설은 ‘사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위치 별

빠르게 할당되었다. 하지만 위쪽 화면에 대해서는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이었으나, 실험

상대적 위치가 ‘위’인 경우와 ‘아래’인 경우 간의 반응

결과 기대했던 손가락과 위치 별 반응 시간의 상호작용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이 부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엄지는 아래쪽과, 검지는

주목에 다른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위쪽과 내재적인 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Romano,
Marini and Maravita (2017)의 최근 연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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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의 평면 화면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요약문

전통적인 조작 방법을 통해 공간을 탐색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HMD 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재감이 저하되고, 몰입을 방해한다. 이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가상의 공간에 반영하는 동작 인식 기술과

3 차원 지도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한 동작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실험을
위해 가상의 테스트 환경을 제작하고, 사용자

직관적인 동작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3]. 사람의
동작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고, 사람의
동작에 기반한 인식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움직임을 인식하여 3 차원 공간에 적용하였다.
직관적인 조작 방법의 필요성에 따라 키넥트를
활용한 다양한 규모의 동작 인터페이스를 정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

제안한 동작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의

이에 본 논문에서는 HMD 를 착용한 사용자의
신체 동작이 가상공간에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동작

정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인터페이스를 정의 및 구현하였고, 높은 몰입을

주제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사용자
실험을
통해
동작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가상현실, 동작 인터페이스, HMD

검증했다(그림 1 참조).

개발하였고, 사용자 설문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1. 서 론
가상현실은 가상의 3 차원 환경을 컴퓨터로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높은 몰입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최근 사람의 시야를 차단하고, 가상의 공간을 눈
앞에서 보여주는 HMD(Head Mounted Displa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MD 는 안경처럼
착용하는 간단한 사용법과 양안 렌즈의 시차를 통해
눈 앞에 보여지는 작은 화면으로도 사용자에게
가상의 공간을 실제 환경처럼 느끼게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관련된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도록 해주거나 동일한 환경의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경험하기 어려운
의료[1], 교육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그림 1 HMD 를 착용한 사용자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손을
이용한 비행 동작을 가상환경에서 시현하는 모습

또한, 사실적인 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3 차원 지리 정보 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2 차원
지도를

대신한다.

구글어스[2],

2. 관련 연구

브이월드는

가상현실

기술은

보다

실제

같은

환경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지형의 사진으로 실제와 유사한
3 차원의 공간을 제작하여 3 차원 지도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몰입과 흥미를 높여주기

서비스다.

위한

하지만,

3

차원으로

제작된

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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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컨텐츠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HMD 를 활용한

최초 실행 시의 오른손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여 좌우,
상하로 방향을 변경하고, 손을 앞으로 뻗거나 뒤로

가상현실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겨 속도조절을 한다. 줌 동작은 양팔을 앞으로 뻗은

단기간에 몰입의 정도를 높이기에는 기기 개발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뒤, 양팔을 몸 바깥으로 당기거나 반대로 양팔을 벌린
뒤에 몸 앞쪽으로 모은다. 회전 동작은 왼손을 주먹

되는

문제가

쥔 상태에서 오른손의 위치를 상하좌우로 변경한다.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PC 기반의
HMD 는 유선으로만 제공되며, 모바일 기반의

이동 동작은 오른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뒤,
주먹을 쥐고 몸 쪽으로 손을 당기거나 밀어내는

HMD 는 고화질의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동작을 하면 현재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

기기

값도

증가하므로

비용적인

어렵다는 제약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상현실에 대한 사용자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모션 컨트롤러가 개발되었다.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미리 정의 되어있는
정형화된 조작 방법은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평소
신체를 이용하여 움직이던 방법과 다르게 손이나
손가락 만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방법은 가상 환경과
현실 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키보드와 마우스 대신 조이스틱이나 립 모션(Leapmotion)[5], 키넥트(Kinect)[5, 6]과 같은 장치는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공간에 반영하여 화면상의
이동을 취하므로 몰입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현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비교적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가능한 조작방법은 높은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2 차원 화면 대신 3 차원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HMD 를 사용하였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대체할 키넥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그림 2 네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상단은 손을 이용한 비행

논문은

동작과 방향 전환과 속도의 가/감속, 하단은 줌, 회전, 이동
인터페이스

요약논문으로서

관련

연구결과가

[4]에

영문버전 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3.2 키넥트를 이용한 동작 인터페이스 인식

3. 3D 지도의 동작 인터페이스 정의 및 인식

사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동작 인터페이스는
키넥트의 깊이 카메라에서 적외선을 이용하여 사람의

3.1 동작 인터페이스 정의
본 논문에서 구현한 동작 인터페이스는 키넥트로

관절을 추적하는 기능을 활용하였다. 키넥트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을 이동하여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작

각 관절의 위치를 확인하고, 추적 된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동작한다. 사용자의 직관적인

방법을 대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PC 게임이나

움직임을 반영한 동작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을 한 때 손[6]과 상체를 많이 이용한다.
손을 이용한 움직임을 설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행, 줌, 회전, 이동 동작의 인식률을 높여 몰입과
흥미의 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프레임과 직전

생각하기 쉬운 동작들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하였다.

프레임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상하좌우로 이동,
가/감속을 위한 조작 방법과 줌인, 줌 아웃 외에도

벡터를

비교하여

연산

양을

줄였고,

사용자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가상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그림 2 에서 정의한 네 가지의 동작 인터페이스

제안하는 동작 인터페이스는 손을 이용한 비행
동작과 줌, 회전, 이동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2 의

설계를 위해 연구에서 사용한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 손끝으로, 주로 상체와 손의 위치를 활용하였고,

상단의 손 동작 인터페이스는 가장 왼쪽의 그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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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및 분석

키넥트가 받아오는 위치 값의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 인터페이스가 겹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작 인터페이스는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보다 정확도, 편의성, 조작 방법의 쉬운

또한, 이동을 목적으로 한 의도의 동작이 아닌
사용자의 예외적인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평, 수직 한계를 설정하여 지정된 값 이외의

정도, 피로도의 항목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오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재미의 정도와 몰입감,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기존의 조작방법보다 제안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높은

4. 실험 결과 및 분석

점수를 받았다. 가상 환경에서 흥미의 정도와 몰입은
연관성을 가지며,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 대신
신체를 활용한 동작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만족도를

4.1 실험 환경
실제 3 차원 가상 환경에 적용된 동작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지러운 정도는 두 조작 방법 모두 동일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사용자 인터뷰를 통하여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3 차원 지도에 적합한 동작
인터페이스의 설계를 위해 그림 3 의 프랑스 파리
마을을 배경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Unity3D 로

분석하였다.

개발하였고, HMD 는 오큘러스 사의 리프트(Rift
CV1)을, 동작 인식 장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키넥트(Kinect V2)를 사용하였다.

그림 3 HMD 를 착용한 사용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가상 3
차원 지도 테스트 환경

4.2 사용자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작 인터페이스를 위와 같은
실험
환경에서
테스트
하였고,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학생 10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체험 및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만 20 세 이상의 남녀로 키보드와
그림 4 상단은 테스트 가상환경 상의 전통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8 가지 항목의 설문 결과, 하단은 3 차원
지도 탐색을 위한 동작 인터페이스에 대한 8 가지 항목의

마우스 조작 방법을 이용한 게임에 경험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상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모든 실험 대상자는 HMD 를 착용한 상태로
제자리에서 1 분 동안 3 차원 지도를 둘러보았다.

설문 결과

그림 4 의 8 가지 항목 외에도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점수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또한, HMD 의 한계인 어지러움을 예방하기 위해
체험 시간은 최소 2 분의 제한을 두었다.
피실험자들은 주어진 3 차원 지도를 체험한 뒤,

질문을 하였다. 사용자 인터뷰 결과, 가상현실을
체험하면서 어지러움을 많이 느꼈으며, 가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보였다. 하지만,

조작의 정확성, 조작의 편의성, 조작 방법의 이해
정도, 재미의 정도, 몰입감, 어지럽지 않은 정도,
피로한 정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8 가지 항목에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어지러움이 개선되고,
가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재미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

대하여 1 에서 5 점의 척도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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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한 손을 사용하는 한 손 비행 동작보다 양
손을 이용한 줌, 회전, 이동 동작 인터페이스를 더

quality of communication in a shared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In Proceedings of the

선호하였고(60%), 두 가지의 조작 방법 중 동작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인터페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근소하게

computing systems (2003), 529-536. ACM.

많았다(60%).

4. Lee, Y., Choi, W, and Sohn, B.-S., Immersive
Gesture Interfaces for 3D Map Navigation in

5. 결론

HMD-Based Virtual Environments, To Appear

본 연구는 HMD 를 착용한 사용자가 3 차원

in

지도를 체험할 때의 몰입을 높이기 위한 동작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3 차원 지도의 탐색을 위하여

the

32nd

International

Conference

5. Marin, G., Dominio, F., and Zanuttigh, P.

비행, 줌, 회전, 이동의 네 가지 동작으로 구분하여 각

Hand gesture recognition with leap motion and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고, 이를 사용자 설문을 통해
몰입과 흥미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kinect devices. In Image Processing (ICIP),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 1565-1569.

검증하였다. 사용자 설문 결과, 가상현실 분야에서

6. Ren, Z., Yuan, J., Meng, J., and Zhang, Z.

중요한 가상 환경에 대한 흥미와 몰입의 정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제안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Robust part-based hand gesture recognition
using kinect sensor. IEEE transactions on

실재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multimedia 15(5) (2013), 1110-1120.

하지만, 제안된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사용되던
조작 방법에 비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쉬운 조작 방법
학습의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한
조작 방법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남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작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어지러움의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과
흥미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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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alyzing a large number of long narrative

Abstract
Aligning narrative events in temporal order, a kind
of narratological analysis, requires extensive expert
labor

and

is

difficult

for

computers.

Those

limitations impede narratology research at scale. It is
also hard to be accomplished with crowdsourcing
because reordering narrative events requires expertis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entire text. We propose
a technique that enables crowd workers to do the
complex

juhokim@kaist.ac.kr

task

of

narrative

event

ordering

by

embedding experts in the workflow who can

texts in short time is laborious because the procedure
of narratological analysis requires a lot of manual
annotations and interpretation. Also, it is yet to be
aided with automated tools. Most narratives are in a
format that is yet to be dealt well with the machine,
like

natural

language,

and

therefore

limited

automation has been applied in narratology research
[2, 3, 12]. Narratology researchers rather have relied
on their own intellectual capabilities when analyzing
the chronological order of narrative events.

effectively understand the text and direct crowd

Crowdsourcing could provide a scalable solution to

workers.

workflow,

accelerating narratological analysis since crowd

narratology researchers interpret a summary of a

workers’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significantly

story, build instructional scaffolding, and assist a

outperforms machines thus far [11]. However, the

crowd on the reordering task with the scaffolded

problem of transferring expertise to the crowd can

In

our

crowdsourcing

timeline.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how that

be an issue in crowdsourcing the narratological

the scaffolded timeline provided global contexts to

analysis. Previous work has embedded experts in

crowd workers and enabled them to do the task that

crowdsourcing [4, 7], but primarily focused on one-

requires the overall context. We will improve the

way communication, only conveying experts’ point

transfer of the expert’s knowledge with iterations

of view to crowd workers. Also, analyzing narrative

between experts and non-experts and revisions in

contents like novels requires crowd workers to get a

the scaffolding.

sense of the global context of the whole narrative
material, which is difficult when the narrative is split

Keyword

into micro pieces to make each task approachable to

Crowdsourcing, Narratology, Expertise

a crowd. Previous research tried to tackle the
problem of global context by aggregating local

1. Introduction

artifacts iteratively to build an artifact with a global

Narratology theory helps narratology researchers

viewpoint [13] and making crowds get the sense of

understand, analyze, and evaluate narratives [1]. It

the global view by showing diverging examples [6].

helps people understand the structure of narratives

The former costs much more money than utilizing

and enable them to look at narratives from the

one expert because the amount of the necessary

perspective of the structure. Ordering narrative

work multiplies with iterative summarizations. The

events in a chronological timeline is one subtopic of

latter is not applicable in the domain of narrative

narratological analysis. Narrative researchers find

analysis because sequential materials like narratives

patterns in time, by comparing a time-ordered

can only be understood with overall context, not

chronological timeline and an original sequence of

part of the materials.

events

from

a

narrative

text.

Even

though

narratology theory is a major tool for narr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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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troduce

an

interactive

crowdsourcing

workflow that transfers expert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to crowds to enable them to work on
the complex task of arranging narrative events in
chronological order. The workflow we introduce
envisions an iterative communication flow between
experts and crowds, making crowd performance

2. Formative Study
To understand current practices in narratology
research and what composes narratological analysis,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even
narratology researchers at the graduate student level.
The interview session took 120 minutes.

gradually better. For the iterative communication, we

Narratology researchers analyze narrative texts by

add a ‘not sure’ option to know whether the scaffold

extracting structures before interpreting them. With

helps crowds do the task. In the workflow, experts

analysis

understand global contents by reading an abstracted

components

form of the narrative text, a summary split into

Researchers make use of principles in narratological

chunks which only contain temporally close events.

theories [1] to know what composes narratives, how

Experts

by

they are structured, and how to analyze them.

specifying important event chunks. Then they offer a

According to theories, various structural components

scaffold for ordering narrative events in time order,

can be extracted including time, tempo, narration,

by aligning important event chunks in time order.

and event. Researchers usually focus on one aspect

Crowd workers do tasks with the scaffold, deciding

of the structure rather than on all components, and

when event chunks that were not selected by experts

decide which component to analyze based on their

happened in the chronological timeline. First, crowds

research interest and prior knowledge of the text.

decide which important event chunks come before

Among them, time is about how the sequence of

and after remaining event chunks. Then event

events expressed in the narrative is different from the

chunks with the same surrounding important events

sequence of events in chronological order [10].

will form a group. In the next step, crowds compare

Researchers noted that the analysis of structural

convey

their

understanding

of

it

pairs of event chunks within the same group to
decide which event comes before in chronological
timeline. The overall sequence of narrative events can
be decided as a result.

results,

they

affect

interpret
themes

how

and

structural
expressions.

components in a narrative can be different based on
researcher’s intention and required expertise. For
instance, the analysis could be more or less difficult
based on which granularity of components they

In this work, we implemented the collaborative

focus on. They could analyze events of the narrative

workflow and tested whether the workflow can help

at a high level, which usually requires not much

crowds do tasks well with an expert scaffold. Also,

labor but insights, or instead focus on the sentences

we tested the effectiveness of including the ‘not sure’

or words of the narrative, which makes researchers

option in getting crowds’ feedback on the difficulty

pay more attention to details. Also, they noted that

of the task. We tested the workflow with crowd

the analysis of narrative structure could yield diverse

workers from Amazon’s Mechanical Turk platform.

interpretations because of the subjective nature of the

Results showed that crowd workers could do the

narrative structure.

task that requires overall context, but the expert

A major difficulty that narratology researchers face is

scaffold was not enough when the task required
more details. We also found that it is challenging to
know when crowds are not confident in their work
outcome.

Future

work

will

improve

the

communicative and collaborative workflow between
experts and crowds by adding components that
detect when a crowd-generated outcome is not
reliable and by conveying information in ways that

the laboriousness of analysis. Because narrative
structure analysis could hardly be done automatically,
researchers analyze the structure manually, which
makes the process slow and burdensome. Therefore,
doing

narratology

research

at

scale

is

nearly

impossible and meaningful research like analyzing
general tendency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hard to

do not overload crow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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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ccomplished

only

with

limited

resources

narratology researchers have.

We decided to build a system that analyzes time
order of narrative texts for a couple of reasons: 1)
Because time order is one important component of
narratological structure, and researchers can come

3. Design Goals

up with various patterns and interpretations from it.

From the expert interview and related work, we

2)

identified three design goals for a crowdsourcing
workflow for narratological analysis.
SUPPORT

COMMUNICATION

BETWEEN

According

to

narratology

researchers,

time

sequence alignment requires less knowledge of
narrative theories, which makes it more amenable to
crowdsourcing.

EXPERTS AND CROWDS
Making a collaborative workflow where experts and

4. The System

crowds

for

The crowdsourcing system we introduce aims to

crowdsourcing narratological analysis. Based on

analyze narrative text by ordering narrative events in

what a researcher wants to find from the narrative,

temporal order. In this paper, we built three core

the practice of narratological analysis can vary a lot,

steps of the crowdsourcing workflow. In the first

and crowds have to understand her needs. Also, if

step, an expert reads a summary of a narrative,

the analysis requires expertise, crowds need to be

which is split into blocks that contain consecutive

can

communicate

is

necessary

informed about what expertise is required.

flow of time, and identifies major events. The expert

ENABLE NARRATIVE ANALYSIS AT SCALE IN

also aligns these major event blocks in chronological

A SHORT TIME

order. By doing so, a scaffold for future workers can

A tool for narratological analysis needs to alleviate a
narratology researcher’s burden and facilitate the
large-scale analysis, for example by supporting
efficient analysis of a long text. Because machine
computation is yet to fully analyze the narrative
structure, we decided to use crowdsourcing, because
the crowd has the capability to do work in
distributed ways, enabling faster work compared to
a single individual. Also, the crowd has more
capability in interpreting textual materials compared
to the machine, from simple tasks like annotating

be made, which informs crowd workers of the
overall context and the approximate time flow of
narrative events. In the second phase, crowd workers
determine surrounding major events for all events.
Events that fall between the same major events are
grouped as events close in temporal distance. In the
final phase, events in a group are compared pairwise
to determine fine-grained temporal order between
them. The final artifact is an event timeline that
captures all major and minor events in the narrative
material.

emotions in the text[11] to complex task of
synthesizing information from texts [6].
SUPPORT

CROWDS

WITH

A

4.1 Expert Scaffolding
In this step, an expert builds a scaffolding that

GLOBAL

UNDERSTANDING OF THE TASK

enables the crowd to understand the overall picture
of the narrative texts. She first reads a summary of

distributed

narrative text which is chunked into pieces. Each

deployment of microtasks, which makes the work

piece contains consecutive events without time leap

fast and efficient [5]. However, tasks that deal with

in between events, making time flow within an event

narratives are hard to be split into microtasks

block sequential. After reading the summary, the

because they usually require crowd workers to know

expert decides which event block is important to

the overall picture of the narrative material. Hence,

understanding the story of the whole text. Then she

the system should support crowd workers to grasp

aligns chosen important events in time order. This

the global picture of the material.

activity

Crowdsourcing

takes

advantage

of

offers

the

expert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temporal flow of important ev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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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eciding Chronological Order of Two Events

the narrative. Also, the resulting chronology of
important events functions as a hint to future crowd
workers, not only giving the abstracted summary of
the storyline but also scaffolding workers on the
order of events in time.
4.2 Deciding Chronological Positions Relative to
Important Events

Figure 2 Interface for the event order decision task

In the last stage of the workflow, crowd workers
make pairwise evaluations between non-important
Figure 1 Interface for the relative chronological position
decision task

In the second step, crowds order events not chosen
by experts in the time-ordered sequence of the
narrative. Crowds estimate the relative temporal
position of a non-important event. They will be
shown a non-important event, an original sequence
of important event chunks and a chronological
timeline of important event blocks (Figure 1). In the
original sequence, the non-important event shown
to each worker is also shown (Figure 1 c). They will
get hints on the overall picture of the whole narrative
from two artifacts generated by experts. Only
important events but not all events are given as a
hint, to avoid overloading crowd workers with the
excessive amount of information. After deduction,
crowds will decide where the non-important event
should be placed in the chronological timeline,
among places between two important event chunks,
or the first or last place (Figure 1 a). It is also
possible for crowd workers to select ‘not sure’ option
when they are not sure with their decision (Figure 1
b). After five crowd decisions are collected for each
event, they are aggregated with majority voting.
Those

non-important

events

with

the

same

events to decide which event comes first in time
order. In this step, crowds will be shown two events
to compare. They are also shown an expertgenerated original sequence and a time-ordered
sequence for global understanding and hinting on
time order of events (Figure 2). The original
sequence includes the pair of events to compare.
Two events to compare are from the same event
group, which is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ep (Figure
2 c). After deduction, crowds can decide which event
comes first, or they can select the ‘not sure’ option
(Figure 2 a) when they cannot decide.
After all possible pairs from all groups are compared,
the overall sequence can be decided. The temporal
position of an event in the group can be decided by
how many other events in the group happened after
the event. If many events happened after the event, it
can be said that the event happened earlier in the
group [8]. With the time order of events in the group
and temporal positions of groups in time order
sequence, the overall sequence of the timeline can be
decided. In the case when two events have coincided
with the same number of following events in the
group, the sequence will be decided with the direct
pairwise comparison result.

aggregated position will be in the same group and
will be compared each other in the later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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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ed exactly same with the gold standard result.

5. The Experiment
In this paper, we hypothesize that crowd workers
can yield reliable narrative time structure if afforded
with an expert scaffol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we conducted a preliminary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we used a summary
of the movie Old Boy as a material. We screened
participants to ensure they have not watched the
movie. One of the authors chunked the story in 10
pieces (E0 ~ E9) with no time leaps within a piece.
In the first step, the expert majored in Korean
Literature chose 3 pieces as important and aligned
them in time order, making four candidate positions
for the second step (Pos 0 ~ Pos 3), which are before,
after, and in between important event blocks. Then
in the second step, for each event chunk not chosen
by the expert, five workers made a decision on the

(Table 1) The number of votes tied in the event
block 7 (E7), but it was also ambiguous to the expert
whether it should be contained in position 1 or 2,
coinciding with crowd result. For the latter step, we
set the position of event block 7 (E7) as position 2
(Pos 2). In the former step, among seven voted event
blocks, in three blocks, the difference in voting
number between the most voted option and the
second most voted option was less than one. In the
latter task, crowds were wrong in getting the order
of two event block pairs, resulting in four errors in
total. When aggregating, because a pair of events got
the same number of preceding events, we decided
their order by the pairwise comparison result of
those two events. Throughout all cases, crowds only
selected option ‘not sure’ only once.

temporal position, resulting in total 35 votes. Each
crowd worker could work on only one event block.
Workers were paid $0.8 for the task, and were

6. Discussion

recruited from MTurk. In the final step, five crowd

We could find that expert scaffolding can be helpful

workers compared each pair of non-important

to crowds in making a decision on the task that

events in the same group and decided which one

requires overall context, but it was not enough to get

comes first. Because three groups were generated in

a perfect result in the task that requires more specific

the previous step which contains one, four and two

information. Therefore, the improvement in the

event blocks each, there were zero, six and one pair

scaffold is necessary. Also, the ‘not sure’ option was

each and seven pairs in total, which resulted in total

not adequate to detect crowd uncertainty in the

35 votes. Each worker could work on one task only.

work result. Crowd workers might not have selected

Workers were paid $0.85 for doing the task and

it due to the fear that their work might get rejected

were also recruited from MTurk.

[9]. Rather, it seemed like they made decisions
without certainty, resulting in the small number of

5.1 The Result

vote differences between the most voted options and

Table 1. The gold standard result of time order sequence

other options in some decision cases. Therefore, the

and the crowdsourced result. Event blocks written in

method

bold-italic are event blocks chosen as important in the

refinement. A possible candidate would be getting

first step.

for

confidence

level

elicitation

needs

confidence rating (e.g., scale of 1-5) along with their

Gold Standard

E4 E0 E1 E7 E2 E3 E5 E6 E8 E9

Crowdsourced

E4 E0 E1 E2 E7 E3 E5 E6 E9 E8

decision. Also, expert scaffolding could be improved
by showing more event blocks or highlighting
important figures additionally. Future work will
design ways to detect the reliability of crowd work

In the experiment, crowds could yield an accurate
result in the first task of making decisions on relative
chronological positions of events. However, in the

to know when they need a more detailed scaffold,
and improve the expert scaffold, in a way that does
not overload crowds with excessive information.

sequence comparison task, which requires more
detailed knowledge of narrative events, the result
was less reliable. In the former task, crowd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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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향후

요약문

서비스가 개선하고 추가 해야할 내용을 파악해

어린이를 위한 1 인 전자 그림책 저작 서비스인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트랩스의 UX 디자인의 컨셉을 검증하고 사용성
향상을 위해 실 사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사용성 평가의 결과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크게 4 가지 측면으로 분류
했고, 5 가지 수정 방법 제시를 통해 북트랩스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컨텐츠 생성 경험의
향상을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북트랩스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주제어

2. 이론적 고찰

사용성 평가, 어린이 전자 그림책, 이야기 꾸미기

2.1 어린이 전자 그림책 정의

활동, 콘텐츠 생성,

어린이 전자 그림책이란 어린이를 위해 디지털

1. 서 론

방식으로

출판된

그림과

글이

포함된

디지털

저작물로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에서 판독할 수

1.1 연구배경

있는 콘텐츠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2]

북트랩스 서비스는 어린이를 위한 1 인 전자 그림책

어린이 전자 그림책은 종이로 된 책에 비해 휴대성이

저작 서비스로 어린이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용이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해 어린이 그림책에

스스로 그림책을 저작하고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더해 문자, 음성, 영상이 동시에

창의력 교육 기반 서비스다. 북트랩스 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사용자는 제공되는 캐릭터 스티커와 자신과 주변

하이퍼링크 연결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인물을 캐리커처 형태로 만들어 그림책에 표현할 수

있다.[3] 최근엔 컨텐츠 소비 뿐만 아니라 아닌 컨텐츠

있으며,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저작한 이야기를 통해

생산과 공유를 통해 책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성을

저작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다[1].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사용성 평가는 북트랩스 서비스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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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수행 함으로서 북트랩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3. 북트랩스 사용성 평가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는

3.1 사용성 평가 설계

사용자의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몰입 환경을

모바일 단말기 기반인 북트랩스 서비스의 사용성

구성하기 위해 계획 되었다.

평가를 위해 [그림 2]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2 태스크 선정
북트랩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외에도 캐릭터 만들기, 스티커 사용하기 등의 부가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 활동이 가능한

그림 2 사용성 평가 과정

서비스이다. 또한 어린이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첫째, 사용성 평가의 목표 및 관심사항을 일반적

다양한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저작 활동에

관심사항과 특정 관심사항 2 가지로 나눠서 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3. 태스크 시나리오

표 1.사용성 평가 관심사항
a. 어린이가 사용자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
도구의 버튼 크기, 간격 등 문제는
없는가?

일반적
관심사항

b. 메뉴 용어가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하는가?
a. 스티커, 캐리커처 등의 콘텐츠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가?

특정 관심사항

b. 제공된 기본 스티커, 말풍선, 캐리커처
기능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은 없는가?
c. 어린이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콘텐츠, 기능은 필요 없는가?

책 읽기

북트랩스 앱을 실행해 어린이가 읽고 싶은
책 골라서 읽으세요.

새 책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 8p 전자 그림책을 자유롭게
그려서 완성해주세요.

스티커
사용하기

어린이와 함께 스티커와 텍스트를 이용
해서 자유롭게 2p 를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캐리커처
만들기

스티커 기능 안에 있는 캐리커처 기능을
이용해 자유롭게 어린이 스스로 만들도록
캐릭터를 만들고 저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출판하기

어린이와 함께 만든 전자 그림책을 출판
기능을 이용해 프린트해주세요.

본 사용성 평가에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책 읽기,
표 2.사용성 평가 조사 개요

새 책 만들기, 스티커 사용하기, 캐리커처 만들기,

a. 11 세 이하의 보호자 동반 어린이

출판 하기의 5 가지 주요 태스크를 선정하고 평가를

b. 모바일 경험이 있는 어린이

수행 하였다. 특히 정답이 없고 자유로운 태스크 수행

c. 그림책 경험이 있는 어린이

및 관찰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태스크를 [표 3]과같이

조사방법

사용성 심층 인터뷰

선정하였다.

평가장소

아동 전문 미술 학원

평가기간

2017.10.22 ~ 2017.11.10(20 일)

평가인원

6 명(5 세~11 세)

조사대상

3.3 평가 수행 과정 및 환경
주 사용자가 아이들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 전문 미술
학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둘째, 주 사용자인 어린이의 범위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 학년까지로 선정하고, 그림책 관련 저작
경험이 있는 아동 전문 미술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를
사용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공통된
특성으로 모바일 기기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 하였다.

그림 3 사용성 평가 과정

셋째, 어린이가 사용자인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평가 대상자의 특성상 일정 자리에 머물러 경직된

동반해 같이 태스크를 진행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형태의 평가와 인터뷰가 진행될 경우 어린이들이

평가를 수행하였다.

부담과 낯가림으로 인해 사용성 평가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평소 수업 형태를

넷째 기존 경직된 분위기의 사용성 평가와는 다르게

유지하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아이들의 사용성 평가인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방식으로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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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결과 및 향후 서비스 발전 방향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초기 태스크의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으며, 필요시 선생님의

본 사용성 평가를 통해 수집된 평가 결과를 분석

도움을 받아 필요한 태스크를 추가로 수행하는

정리해 본 결과 북트랩스 서비스의 문제점을 크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다니거나 대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2,3 명이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첫째 평가 결과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버튼 및

수행 하도록 하였다. 자유로운 평가와 태스크 진행을

아이콘의 터치 영역을 정확하게 누르지 못하는

위해 평가자와 관찰자는 되도록 질문과 개입을

경우가 많다. 이야기 꾸미기 활동 및 콘텐츠 생성

최소화 하여 관찰과 촬영 위주로 진행에 꼭 필요한

활동의 중요 지점의 버튼 터치 영역을 확장 시켜 오

경우에만 개입하였다.

동작을 줄일 필요가 있다.

4. 사용성 평가 분석
4.1 사용성 평가 결과 및 분석
수행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어린이 1 인 전자 그림책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중심으로 사용성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표 4]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4 터치 영역 확장

둘째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버튼과 아이콘의 터치
영역과 방법은 나이가 어린 사용자일수록 다양한
표 3. 결과 문제점 요약
심
볼
및
용
어

저
작
도
구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책 읽기의
경우 책 읽기 버튼이 아니더라도 책의 대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버튼의 터치 영역이 작아 사용에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선택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콘의 크기가 작고 활용한 메타포가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경우가 있음

또한

설명에서 부분적으로 어린이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한다.

작게

표현된

아이콘과

버튼을

현재보다

150%이상 확대하여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홀드&드래그 방식의 이중 동작을 사용하기
어려워 함

셋째 기존에 사용한 홀드&드래그와 같은 이중

크기 조절 시 나오는 바운딩박스 사용법이
난해함

있다. 이중 동작은 학습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손가락만으로 그림을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제스처가 필요하다. 스티커 사용 시 더블 클릭 등

부분적으로 저작 도구 간에 연동이
자연스럽지 못함

바운딩 박스 인터랙션을 자유 비율과 고정 비율

동작이 필요한 제스처의 경우에 조작에 어려움이
어린이의 특성상 이중 동작을 배제한 다른 형태의
쉬운 동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스티커의
조정을 따로 분리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랙션을

기능 안에 기능이 집중되어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됨

수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횟수보다 적음
피
드
백
기
타

사용자의 오류 및 실수의 원인을 알기 힘들어
되돌리기가 어려움
어린이가 이해하기 힘든 조건으로 피드백이
발생해 사용성을 저해함
스크롤 방식의 페이지 넘김 인터렉션은
아이들에게 생소해 어려움을 느낌

그림 5 스티커 사용성 개선

넷째, 주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판, 북 트래핑
등의 한자어나 영어로 구성된 용어는 어린이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 캐릭터를 이용한 도움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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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설명하거나 쉬운 용어로 풀이하여 제시 할

사사의 글

필요가 있다.

연구는 ”2017 년도 창업성장 – 기술개발사업”의

다섯째, 도구의 집중은 사용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된다. 저작 도구가 한 화면 안에 집중된 경우 도구를
전환하면서 사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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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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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UX연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전용

3. 정진환, 도서관을 통한 어린이전자책서비스에

디바이스가
노출되면서

저작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0-81.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관한연구-A 대학도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저작 도구와 창의력
발현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된

것에

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북트랩스

서비스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저작 도구의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저작 도구는 사용자에게 저작을 위한 보조
도구를 효과적으로 지원 할 때 더 큰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트랩스의
경우 저작 환경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스티커와
캐리커처

스티커는

그림책

저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서비스이용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 하였다.
결국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할 때
몰입을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이런 서비스의 방향이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트랩스를 통해 살펴본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어린이 1 인 저작 활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인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성 검토를 위한 어린이의 참여를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포함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용성 평가와 같이
그간의 상용성 평가가 보여준 경직된 실험실 환경이
아닌

자연스러운

교육현장을

평가와

피드백의

환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실 사용자를 고려한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어린이가 참여하는 형태의 평가와 피드백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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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양한 통신 기술과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보급으로 여러
분야에 IoT 기술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로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IoT 기능이
없는 공용 기기를 IoT 지원 기기로 대체하는 것은 비용적
한계가 있고, 공공서비스 마다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것은 사용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려 공공 IoT
서비스의 확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챗봇을 활용한 공공 IoT
시스템을 제안한다. 단일 모듈로 다수의 공공 기물에
IoT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하고, 챗봇을 사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정보 탐색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설계하였다. 또한 실제 IoT 모듈 개발하여 공용 세탁기
서비스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실사용자의 운영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용 세탁소, 도로, 휴게실
등의 공공 장소 및 기물에도 이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1].
공공 장소 및 기물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배치가
되지만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시설을 관리를 하는 사람도 적어서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다. 이런 불편함은 IoT 서비스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서비스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공공 IoT 서비스는 기존 가정용 IoT 서비스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단일 기기만 측정할 수 있고 부가적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정용
IoT 와 달리 공공 IoT 기기는 여러 기기에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번거로운 기기 등록, Wi-Fi 설정,
QR 코드 인식 등의 과정이 편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의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같은 종류의 기기가 여러 개가 설치

주제어
챗봇, 자연어 처리, 사물인터넷(IoT), 공공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되어있는 공공 시설에서 1 개의 모듈로 여러 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고, 설치 과정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다.

1. 서 론

1.2.공공 IoT 서비스와 챗봇

1.1.공공 IoT 서비스 연구의 필요성

챗봇이란 텍스트 형식의 대화를 통해 자연어로 된

Wi-Fi, Bluetooth 같은 통신 기술들이 많은 곳에
보급되고 Arduino, Raspberry pi 와 같은 오픈소스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일을 수행하는
서비스다[2]. 챗봇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가

활발히

머신 러닝으로 사용자의 의도,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개발되고 있다. 초기 IoT 서비스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기들을 스마트 폰으로 제어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사용자와 더 유용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출시되면서

IoT

서비스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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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접근성이다[3]. 간단하게
설치 및 사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 플랫폼에 상관없이

여러 기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설치,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다.

사용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20 만개 중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0.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4].
현재 시중에 출시된 IoT 서비스들은 대부분 간단한
ON/OFF 기능들이고, 필요할 때에만 사용을 하듯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공들여 만든 서비스의 사용자 수를 늘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챗봇을 이용하면 카카오톡,
Facebook, Twitter 등 기존에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NS 채널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1 모듈 다이어그램

본 연구에서는 nodeMCU 로 Wi-Fi 통신을 하도록
하고, 멀티플렉서(4051)로 1 대 N 방식으로 전류를 측정
하도록 설계하였다. 멀티 플렉서에서 순서대로 전류
값을 nodeMCU 에서 읽을 수 있게 제어를 하고 이를
HTTP 통신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분석하여
실시간 상태 변화를 인지하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련 연구

3.2.SNS 챗봇 어플리케이션

현재 공공 분야에서의 IoT 도입은 초기 단계로, 향후
국가

단위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5]. 그러나 IoT 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나의
사물에서 하나의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사물과 여러 개의 앱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6]. 즉, 분산된

본 연구에서 챗봇을 사용한 목적은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SNS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탐색 과정의
간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 억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SNS 인 Facebook 의 Page
Messenger 를 이용하였다.

사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사용자 요구에 따른 동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맨틱,
IoT 기술을 접목한 지식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7].

3. 본 론
본

연구는

IoT

기술을

공공시설에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공공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시설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함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공공 시설 중에서도 기숙사에 있는 공용
세탁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IoT 방식과는 다르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세탁기의 상태를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는 챗봇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 챗봇 System Flow

구현을 위해서 그림 2 와 같이 Microsoft Bot
Framework 를 이용하였다. NodeJS 기반으로 구현하여
데이터 베이스에서 분석된 결과 값들을 가져와 메시지
형식으로 출력되게 하였다. 구현된 Bot 을
Heroku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였고 이를 Microsoft 의
Bot Connector 에 등록하여 여러 SNS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챗봇 내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을 사용자가

3.1.스마트 미터기 모듈

일일이 입력을 하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 파악하는

기존의 스마트 미터기 모듈은 1 대 1 로 1 개의 모듈에서
1 개의 기기만을 측정을 할 수 있다. 가정 및
개인용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기기가 여러 대가
있는 공공시설에서는 1 대 N 방식으로 1 개의 모듈에서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본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주고자 하는 목표에 맞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챗봇에서 수행 가능한 명령들을 그림 3 과 같이 버튼
형식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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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시스템을 공공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설치 비용, 서비스 확산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IoT
기술을 공공 시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접근성
높은 챗봇과 다중 기기 적용이 가능한 모듈 활용
시스템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듈은
기존의 1 대 1 방식의 모듈을 설치를 했을 때보다 ¼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숙사 거주 학생 30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운영 전 만족도가 10 점 만점

그림 3 챗봇 선택형 메시지 구현 화면 및 반응

중에 3 에서 후에는 8 로 향상되었다.

3.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도

챗봇

사용하여

본
이외에도

공공

스마트폰

IoT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현재 Bot Framework 로는 챗봇에서
어플리케이션처럼 실시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약과 관련된 기능도
본인 인증 문제 때문에 아직 챗봇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구현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스마트
미터기 모듈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 예약 및

한계점은

아직

챗봇에서

스마트폰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IoT 기능을 위한
챗봇 메시징 방법들을 UX/UI 적으로 연구를 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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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가상 멀미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의 핵심

Virtual Reality, Virtual Simulator Sickness, Field of

부작용 중 하나이다. Field of view (FoV)는 시야각으로,
VR 을 체험할 때 FoV 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가상

View, FoV Restrictor, Head-tracking, Eye-tracking

멀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1. 서 론

그러나, 동시에 사용자의 임장감인 presence 를 낮추는
단점이 있다. 이전 연구는 사용자의 VR 환경 안에서의

Virtual

FoV Restrictor 를 사용하여, presence 를 유지하면서

몇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가상 멀미는 그 중
하나이다. VR 에서 일어나는 가상 멀미는, 실생활에서

가상 멀미를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oV Restrictor 에 피험자의 실시간 움직임을
더하여, 시선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eye-tracking FoV
Restrictor 및 머리의 회전을 반영하는 head-tracking
FoV Restrictor 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reality

(VR)와

head-mounted

display

(HMD)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VR 은

일어나는 멀미와 비슷한 증상이다[5]. 가상 멀미는
두통, 구토, 메스꺼움, 땀 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4].
이러한 가상 멀미 증상은 VR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용자의

의욕을

효용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본 사용자 움직임 기반

떨어뜨린다.

FoV Restrictor 가 presence 를 유지한 채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가상 멀미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는 VR

것을 예비적으로 확인 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머무른 시간, field of view(FoV) 등이 있다. FoV 는
시야각으로, 어떤 점을 응시했을 때 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사용자

움직임

기반

Restrictor 의 효용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FoV

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유도, 높이, 가상 현실에서

범위이다. VR 에서 시야각은 좁은 의미로는 HMD 에

그림 1 FoV Restrictor 의 FoV 크기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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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한된 시야각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화면을
통해 제한된 시야각을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difference)가 큼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humanfactor(눈 또는 머리 움직임)를 반영한 FoV

FoV 가 좁을수록 가상 멀미가 적고, FoV 가 넓을수록

Restrictor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와

가상 멀미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1]. 따라서 화면의
FoV 를 줄어들게 함으로서 가상 멀미를 저감 할 수

같이 시선의 중심(Eye-tracking point)을 기준으로
FoV Restrictor를 구현하였고, 피험자의 머리의 회전을

있다.

포함하는 각속도 등을 반영한 수식을 도출(이하 Eye-

VR 에서 FoV 는 사용자가 어떤 장소에 있는 주관적
경험을 나타내는 presence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FoV 가 넓을수록 presence 가 높다[7]. 따라서
HMD 는 presence 를 높이기 위해 FoV 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발 되고 있는데, FoV 가 넓어질수록 가상

tracking FoV Restrictor)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새로 개발한 Eye-tracking FoV Restrictor가
기존 FoV Restrictor 보다 가상 멀미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고, 이로 인한 presence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멀미 역시 높아지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상
멀미를 낮추되, presence 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이전 연구
이전 연구에서 FoV 가 가상 멀미와 presence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6]. Fernandes 와 Feiner 는
Dynamic FoV Restrictor 를 개발하였다[2]. Dynamic
FoV Restrictor 는 사용자의 VR 안에서의
속도(overallSpeed)와 사용자의 움직임과 무관한

그림 2 Eye-tracking FoV Restrictor 모식도

각속도(angularVelocity)를 측정하고,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의 FoV 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FoV 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Crate 라는 변수를 사용한다. Crate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4. HUMAN-FACTOR
RESTRICTOR

를

적용한

FOV

Eye-tracking FoV Restrictor 는 HMD 에 장착된
head-tracking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머리의
회전을
포함하는
가상
세계에서의

수식 1

각속도(angularVelocity( ̊/s))를

VR 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각속도가 크다면
FoV 가 좁아지고, VR 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고
각속도가 작다면 FoV 가 넓어진다. Dynamic FoV
Restrictor 는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FoV 를

측정하고,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는
속도(overallSpeed(m/s))를
측정한다.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FoV( ̊ )를 실시간으로 제한한다.

제한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FoV Restrictor 가

수식 2

presence 를 유지하면서, 불편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Discomfort score 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음을

속도와 각속도가 작아지면 다시 FoV 를 크게 만들기

확인하였다[2].

위해 시간이 지남(deltaTime(sec))에 따라 FoV 를
최대값까지 증가시킨다. Crate( ̊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3. 연구 목적
기존의 FoV Restrictor는 VR 프로그램의 요소인
속도와 각속도에 기반하여 구현되었다. 이는 중요한
VR의 요소이지만, 피험자의 실제 가상 멀미(Virtual
Simulator
Sickness)
정도가
개인차(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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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용자가 VR 에서 움직이는 속도와
각속도가 빠르면, FoV 는 점점 좁아진다. 반면

high-end graphic card (Nvidia Geforce 1060)를
장착한 데스크톱 PC 에서 수행되었다. 가상환경과 FoV

사용자가 VR 에서 움직이는 속도와 각속도가 느리면

Restrictor

FoV 는 점점 넓어진다. 각 상수는 모두 롤러코스터

구현되었다.

는

Unity3D

(Unity

Technologies)로

환경에서 내부 테스트를 통해 결정되었다.
Eye-tracking FoV Restrictor 는 사용자의 FoV 를
제한하기 위해서 Inner field of view(IFoV)와 Outer
field of view(OFoV)를 조정한다. 그림 3 과 같이 IFoV
(녹색)는 완전히 투명하여 배경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의 한계선이고, OFoV (붉은색)는 불투명하여
흐릿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의 한계선이다. OFoV

6. 파일럿 테스트
Eye-tracking FoV Restrictor 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평균나이 25 세의
대학생 3 명을 피험자로 모집하였다. 실험은 FoV
Restrictor

가

없는

조건(No

FoV

Restrictor:

IFoV 부터 OFoV 까지 FoV Restrictor 는 선형으로

Cond1)과 FoV Restrictor 가 화면 중앙에 고정되지만
머리 회전을 반영하여 변하는 조건(Center-fixed FoV

짙어진다(파란색).

Restrictor: Cond2), Eye-tracking 을 사용하여 FoV

Eye-tracking FoV Restrictor 는 HMD 에 설치할 수

Restrictor 가 시선에 따라 움직이고 머리 회전을
반영하여 변하는 조건(Eye-tracking FoV Restrictor:

바깥쪽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시선이

제한된다.

있는 eye-tracking 장비(Tobii Technology)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시선의 중심을 측정한다. Eyetracking FoV Restrictor 의 중심은 그림 2 와 같이
시선의 중심(Eye-tracking point)에 따라서 결정되어
사용자의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FoV 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FoV 를 제한한다.

Cond3)을 비교하기 위해 세 블록으로 진행되었다. 각
블록마다 FoV Restrictor 조건의 적용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되었다. 피험자는 HMD 를 착용하고 각 블록 마다
3 분의 롤러코스터를 체험하면서, 환경 곳곳에 놓여진
깃발의 문양을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블록이
끝난 뒤에는 Presence Questionnaire(PQ)[7]와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3]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깃발의 문양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깃발 문양을 무작위로 보여준 뒤에
환경에서 보았는지 물어보았다. 이때 환경에 있었던
문양을 보았다고 대답한 hit 과 환경에 없었던 문양을
보았다고 대답한 false-alarm 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블록 사이마다 10 분간 휴식하였다.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는 표 1 과 같았다. Eye-tracking FoV
Restrictor 의 SSQ total 평균 점수는 27.427 로,
42.387

의

Center-fixed

FoV

Restrictor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고, 46.127 의 No FoV
Restrictor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다. PQ
점수는 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it 과 false-alarm 은 조건 사이에
그림 3 IFoV와 OFoV
IFoV: Inner Field of View,
OFoV: Outer Field of View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ll ps > 0.05)
표 1 파일럿 테스트 결과
(Cond1: No FoV Restrictor, Cond2: Center-fixed FoV
Restrictor, Cond3: Eye-tracking FoV Restrictor)

5. 환 경

SSQ total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상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Oculus rift CV1 HMD (Oculus)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의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Tobii Pro
Glasses 2 Eye-tracker (Tobii Technology)를
사용하였다. Eye-tracker 는 HMD 에 부착하여

t

PQ

sig.

t

sig.

Cond1 vs. Cond2

1.732

>.225

0.000

>1.000

Cond1 vs. Cond3

6.928

<.05

2.000

>.184

Cond2 vs. Cond3

8.660

<.05

1.386

>.300

사용하였으며, 구현은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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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 안에서 이동이나 회전을 할 때 발생한다.

요약문
HMD(Head

Mounted

Display)는

사용자의 신체는 제자리에 머무는데 HMD 를 통해

가상현실

보이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화면이 보여질 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의 시선과 화면을 일치시켜 몰입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HMD 의 사용은 가상현실에서 인지부조화에
따른 어지러움 증상을 흔히 느끼게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게 된다 [1].
그리고 이 증상은 화면이 급격히 변하거나 예상치

증상은 사용자의 이동과 회전을 조작하는 입력

못한 변화를 보일 때 더욱 심화된다.

장치(컨트롤러)의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모션 데이터 노이즈가 발생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게임 등의 많은 가상현실

때문이다. 모션 데이터 노이즈는 사용자의 의도와

응용분야에서는 자동차 안에 타서 움직이는 화면

맞지 않는 화면 전환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어지럽게
느끼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구성이나 슬로우 모션, 순간이동과 같은 기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논문에서는 컨트롤러에서 얻어지는 모션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실감나는 몰입을 제한하는 요소로써 해결이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급격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아닌 일시적인 방편이다. 과거에 비해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장치들의 성능이 향상되어 사용자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여 HMD 기반 가상현실

움직임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여 이질감을 많이

사용자의 어지러움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는 본 방법이 모션 노이즈를 제거하고

해소했지만, 이동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사용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움직임을 구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입력 장치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들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지러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속에서 칼만 필터로 널리 알려진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잡음이 포함된 이산적인 데이터로부터

주제어

사용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예측 데이터 값을 얻을 수

가상현실, HMD, Motion Noise, 어지러움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칼만 필터를 측정된 원래의
벡터 값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된

1. 서 론

벡터 값으로 사용자의 움직임 구현하는 것으로써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제거되어 훨씬 부드러운

가상현실 환경에서 이용가능한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치들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능 향상과 별개로 가상현실 분야에서 꾸준히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모션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
값이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제기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인지부조화에 따른 어지러움 증상이다. 이 증상은

분석하고 가상 환경에서 움직임을 구현했을 때

사용자가 HMD 를 착용한 상태로 입력 장치를 통해

어지러움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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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3.2 네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칼만 필터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선형적인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HMD 는 Oculus Rift CV1 를 사용하고, 입력 장치는

가상 환경에서의 네비게이션 즉 조종을 위한 장치로
Oculus Touch 를 사용하였다. Oculus Touch 는
사용자의 조작을 인식하여 왼손과 오른손 각각의

알고리즘이다. 컴퓨터 비전, 로봇 공학 분야에서
이전부터 널리 쓰여 효과가 입증된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상 현실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장치에 대한 위치와 방향을 Vector 값으로 실시간
반환해준다. 가상 환경에서 이동과 회전 조작을 하는
방식은 영화 ‘아이언 맨’에서 모티브를 한 조작법을

활발해지면서 키넥트 등의 모션을 인식하여 동작하는
방식 구현을 위해 모션 트래킹에 칼만 필터를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2].
이러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작법은 [그림 1]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Oculus Touch 를 쥐고 있는 손바닥이 향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트리거가 눌려진 만큼

연구들에서도 칼만 필터를 적용한 결과 사용자의
실제 의도를 반영하는데 칼만 필터가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겪는 어지러움

추진력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위치가

이동하며,

증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다. 가상환경에서 겪는

왼손과 오른손에서 발생한 추진력의 상호 작용으로

어지러움 증상에 대해서도 시각 정보의 혼란으로

토크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회전한다.

인해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1].
특히 가상 현실은 시뮬레이터에 많이 이용되는데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동과 회전 등 가상 환경 안에서
움직임을 조작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3, 4].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동과 회전이 현실의 조작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불일치하는
정도가 클수록 증상이 더 심해진다[5]. 이렇게 칼만
필터를 적용한 모션 트래킹에 대해 연구한 자료는
매우 많고, 가상 현실에서 인지 부조화와 어지러움
증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다. 하지만 가상

그림 1 HMD 기반 가상현실의 조종 방법 (Oculus Touch
이용). 영화 ‘아이언맨’을 모티브로 함.

환경에서 컨트롤러를 조작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구현할 때 컨트롤러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처리가
어지러움 증상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4. 가상환경 네비게이션 기본 모드

부족하다.

4.1 기본 설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가상환경 안에서 이동과 회전을 할 때
어지러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법을

기본 설정이란 왼손과 오른손 컨트롤러로부터의
입력 값인 두 벡터를 단순히 더하여 얻어낸 새로운

개발한다.

벡터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설정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조작법은 이동과 회전이 매우 많이

3. 가상환경 네비게이션을 위한 설정

발생하는 조작법으로써 실험의 비교를 최대화 하기

3.1 가상 환경 구성

위해 채택한 조작법이다. 따라서 기본설정으로 이
조작법을 통해 가상환경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본 연구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인지 부조화와 본 연구의

조작하면 금방 어지러움 증상을 느낄 수 있다.

데이터 처리로 인한 어지러움의 완화에 초점을

4.2 기본 설정 (칼만 필터 적용 전) 알고리즘

맞추었다. 따라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사용자의

Oculus Touch 로부터 컨트롤러를 앞으로 쭉 뻗은

입력장치를 통해 이동과 회전을 조작 할 수 가상

상태일 때 위쪽을 향하는 Upward Vector, 앞쪽을

환경을 구현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변화를
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입력장치 조작을 통한 이동과

향하는 Forward Vector 가 입력되어 얻어진다.
얻어진 두 벡터로부터 사용자의 움직임을 결정할

회전이 매우 기민하게 조작될 수 있는 조작법을

손바닥 방향의 벡터를 [알고리즘 1]과 같이 얻어낸다.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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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칼만 필터 설정 알고리즘

LUV, RUV : Left / Right Upward Vector
LFV, RFV : Left / Right Forward Vector

기본 설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바닥 방향의

LHV, RHV : Left / Right Hand Vector

벡터는 입력 장치로부터 얻어진 두 벡터를 외적하여

FV : 추진방향 (Result Force Vector)

얻는다. 그리고 얻어진 손바닥 방향의 두 벡터를 칼만
필터에 적용하여 노이즈가 제거된 벡터를 사용자의

LTS, RTS : Left / Right Hand Trigger Squeeze
LHV = LUV × LFV
RHV = RUV x RFV

움직임을 결정할 벡터로 이용한다.

// LUV 와 LFV 의 외적
// RUV 와 RFV 의 외적

(기본 설정 알고리즘 벡터 정의 포함)
DW : Default Weight [새로운 입력의 표준편차]

FV = LHV * LTS – RHV * RTS
if FV.y > 90° or FV.y > -90°
then FV.y = FV.y * C

PAW : Power of Accumulated Weight
NV : New Input Vector

// C 는 상수

return FV // 결과 움직임 벡터

AV : Accumulated Vector (결과 움직임 벡터)

알고리즘 1 기본 추진 방향 벡터(FV) 생성 알고리즘

LHV = LUV x LFV
RHV = RUV x RFV

왼손과 오른손으로부터 입력되는 벡터의 방향은

// 외적
// 외적

NV = LHV * LTS – RHV * RTS

[그림 2]처럼 왼손 컨트롤러의 x vector 는 사용자의

if NV.y > 90° or NV.y > -90°

오른쪽, y vector 는 사용자의 위쪽, z vector 는

then NV.y = NV.y * C

// C 는 상수

사용자의 앞을 기준으로 갖지만 오른손 컨트롤러는
왼손 컨트롤러와 서로 반대방향을 기준 벡터로 하여

DW.x = angle from vectorData to player.right

컨트롤러의 벡터 값이 측정되므로 두 벡터를 같은

DW.y = angle from vectorData to player.up

방향으로 계산하여 더하기 위해서는 두 벡터를 서로
빼야 한다. 왼손 컨트롤러에서 얻어진 벡터로부터

DW.z = angle from vectorData to player.forward
AV.x = AV.x + (NV.x – AV.x) * (PAW.x / (PAW.x + DW.x))
AV.y = AV.y + (NV.y – AV.y) * (PAW.y / (PAW.y + DW.y))
AV.z = AV.z + (NV.z – AV.z) * (PAW.z / (PAW.z + DW.z))

오른손 컨트롤러에서 얻어진 벡터를 빼면 사용자의
정면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의 결과값을 얻는다.

PAW.x = (PAW.x + DW.x) / (PAW.x * DW.x)
PAW.y = (PAW.y + DW.y) / (PAW.y * DW.y)
PAW.z = (PAW.z + DW.z) / (PAW.z * DW.z)
return AV // 결과 움직임 벡터
알고리즘 2 칼만 필터 적용 알고리즘

가상환경
조작하기

그림 2 왼손 컨트롤러와 오른손 컨트롤러의 측정되는
벡터 값의 기준 방향

벡터

있다. 입력 장치로부터 얻어진 벡터 데이터는 잡음이
섞인 값이다. 또한 조작하는 컨트롤러의 특성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노이즈가 제거되고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잘 반영하는 벡터를 얻어낸다. 그리고
움직임을

얻어진

경중률을 주어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이전 시점의 누적된 벡터들에 대해 칼만 필터

사용자의

장치로부터

회전을

z 성분으로 이루어진 3 차원 벡터에 대해 칼만 필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각각의 성분마다 다른

칼만 필터 설정이란 왼손과 오른손 컨트롤러에서
얻어진 두 벡터를 조합하여 얻어낸 새로운 벡터와

통해

입력

움직임과

반영된 벡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x, y,

5.1 칼만 필터 설정

벡터를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벡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가 최대한

5. 가상환경 네비게이션 칼만 필터 모드

이

내에서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통해

오차

없이

정확한

모션으로 조작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의도에 근사한

조작하는

설정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조작법은 이동과 회전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조작법으로써 어지러움 증상의

데이터인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오차가 포함된 벡터
데이터를 칼만 필터에 적용할 경중률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 정도를 이전의 기본 설정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벡터의 x, y, z 성분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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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교 데이터

경중률은 사용자의 현재 상태에서 각각 x 축, y 축,
z 축의 방향과 평행할수록 높은 경중률을 갖게 된다.

기본 설정과 칼만 필터 설정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xWeight = cos-1((vectorData · player.right) / |vectorData|)
yWeight = cos-1((vectorData · player.up) / |vectorData|)
zWeight = cos-1((vectorData · player.forward) / |vectorData|)

사용자의 움직임 데이터에 대해 분석한다. 움직임
데이터는 두가지 설정에 따라 계산되어 얻어진
사용자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3 차원 벡터 값들을

칼만 필터는 재귀적인 알고리즘이므로 위에서 구해진
각각의 경중률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예측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데이터이다. 각 데이터 집합은 약
500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벡터의 x, y, z
성분 각각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각각의

수행한다. 0 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경중률을 갖는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새로 벡터 데이터가 입력되면
각각의 경중률을 새롭게 다시 얻어 벡터 데이터의 x,

성분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그림 4]의 기본 설정 데이터는 데이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산적인 데이터 값을 선형 그래프로

y, z 성분 각각에 칼만 필터 적용을 반복해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예측 값을 얻는다.

나타냈다.

6. 실험 결과
6.1 실험 환경
본 연구는 사용자가 가상 환경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Oculus 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가상 환경을
넓은 시야각으로 보여주고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화면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HMD

장치로 Oculus Rift CV1 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이동과 회전을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 장치로
Oculus Touch 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Oculus
Touch 는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사용자의 양 손의

그림 4 제안된 방법 적용 전 움직임(x, y, z 벡터) 데이터

위치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벡터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실험을 위해 구현된

[그림 5]의 칼만 필터 설정 데이터도 데이터의 수가

가상 환경에서 양손의 컨트롤러를 쥔 상태로 손을

매우 많기 때문에 기본 설정 데이터와 쉽게 비교하기

자유롭게 움직이고 컨트롤러에서 눌려진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인식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여 정해진

위해 마찬가지로 선형 그래프로 나타냈다.

인터페이스에 따라 가상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과 회전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림 5 칼만필터를 이용한 제안된 방법 적용한 결과 데이터

6.3 데이터 비교 분석
그림 3 실험을 위해 구현한 가상 환경 마을 모델

가상 환경을 구현하고 가상 환경 안에서 본 실험을

기본 설정 데이터와 칼만 필터 설정 데이터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차이를 가진다. 기본 설정 데이터에서

진행하기 위해 VR 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벡터의 x, y, z 성분 값이 연속적인 변화가 아닌

Unity3D 게임 엔진을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가상
환경은 [그림 3]의 마을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급격한 변화로 계단 현상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칼만 필터를 적용한 데이터의 벡터 x, y, z

모델은

성분 값은 연속적인 변화로 완만한 변화를 이루고

프리

모델링

공유

사이트인

TF3DM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계단
현상은 실제 가상 환경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http://tf3dm.com/) 에서 다운 받아 사용했다.

- 64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사용자의 움직임을 위한 벡터가 -1 에서 1 까지의
범위를 가진다고 할 때 한 프레임만에 ±0.2 의

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예상한 움직임대로 화면이
전환되게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인지 부조화 문제를

변화가 일어나면 사용자가 불연속적인 움직임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느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한 프레임만에 기준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현상을 계단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7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현상이라고 하자. 실험에서 사용한 500 개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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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 부조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가상 환경을
체험 하였을 때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어지러움의 정도가 적은 것을 느낄 수 있다.

7. 결론
칼만 필터는 노이즈가 포함된 새로운 값이 입력
되었을 때 누적된 이전의 값들을 근거로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의 움직임과 회전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하고 조작하는 방법이 컨트롤러로
대체 되었을 때 컨트롤러에서 입력 받는 이산적인
데이터 값은 사용자의 의도와 오차가 있는 노이즈가
포함된 값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예측

값을

사용자의 입력 값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의
의도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한 움직임을 가상 환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인지 부조화의 완전한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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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공되고 있다. IoT, BigData 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무릎관절은 해부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 및 보행에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인터넷 인프라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1].

대한 분석은 질병 진단 및 재활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하지 동작 수행
기능이 약화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

무릎관절 각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동적, 정적

헬스케어는 국민 소득 향상 및 질병 패턴의 변화,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른 건강 증진에 대한

서비스의 원격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유비쿼터스,

자세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자세 분석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관심 급증으로 인해, 점차 급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웨어러블 모듈의 IMU 와 포텐쇼미터를 이용하여
무릎각도를 측정하고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동적, 정적 자세

무릎관절은 해부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구분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있어 외부의 힘에 의해 손상받기 쉽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자세를 구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추후 분석에 활용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특히 보행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적,
동적 자세 검출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방법으로 환자의 자세 검출을 할 수

직관적
있으며

스마트폰을

새로운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관련된 무릎관절의 각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보행장애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갖는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루게릭과 같은 뇌 병변 및
다수의 질환의 조기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보행분석 시스템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있다[3].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 및 균형 능력과 같은 하지

주제어

동작 수행 기능이 약화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동안 하지 동작 검출을 위해
무릎관절 각도 측정 및 무선통신이 가능한 웨어러블

Health Management, Knee Joint angle, Wearable
Module, Real-time Monitoring System, Activity of
Daily Living

모듈을

개발하고,

측정된

무릎

각도

데이터를

1. 서 론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사용자의 동적 및 정적 자세
검출 알고리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응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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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센서는 보행 보조기구의 각도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0~120° 사이의 각도를 10° 단위로 변경하며 각
10 회 반복하여 해당 각도에서의 각 센서 데이터를

2.1 무릎관절 각도 측정
무릎관절 측정용 웨어러블 프레임은 하지에 착용이

측정하였다.

간편하고 보행 및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CATIA 를 이용하여
3D 모델링 설계를 진행하였다.
무릎관절 각도 측정을 위해서 StretchSense 사의
커패시터 용량 변화를 이용한 스트레치 센서와
일반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용 포텐쇼미터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각도 측정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웨어러블 프레임에 각각 부착 및

그림 3 각도 측정 정확도 및 재현성 테스트

삽입하였다.

테스트 결과 스트레치 센서에 비해 포텐쇼미터가
무릎 각도 추정 정확성과 재현성 면에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포텐쇼미터 5 가지 용량 중 5KΩ이
각도 정확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무릎각도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모듈 프로토타입

각 센서 데이터 수신과 하지 동작 검출을 위해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기반으로 9 축 센서가 탑재된
IMU (MintIMU v1.0, 한국) 모듈과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모듈 (ESD200, ㈜칩센,
한국)을 사용하였고, 각 센서와 모듈의 연결을 위한

그림 4 5KΩ용량의 포텐쇼미터를 이용한 각도 측정 테스트
결과

PCB 회로를 설계하였다.

표 1. 5KΩ 포텐쇼미터를 이용한 각도 측정 테이블
Angle

10°

20°

30°

40°

50°

60°

측정값

0.00

27.3

65.7

114.9

154.0

195.4

Angle

70°

80°

90°

100°

110°

120°

측정값

238.0

278.0

321.4

362.1

400.8

433.6

그림 2 데이터 수집 및 무선통신을 위한 IMU 및 블루투스
통합 모듈

2.3 무릎각도 데이터를 이용한 정적 자세 검 출
및 동적 자세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2.2 웨어러블 모듈을 이용한 각도 정확도와
재현성 확인 실험 및 무릎각도 변환 테이블

정적 자세는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서기, 앉기, 눕기 3 가지 자세로 구분하였으며

웨어러블 모듈에 장착된 포텐쇼미터와 스트레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되는 무릎 각도 값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자세의 구분은 포텐쇼미터에서 측정된 무릎 각도의
데이터의 변화와 IMU 의 가속도 센서로부터 측정된
축 방향 변화에 따른 측정값 변화를 이용하여 자세를

포텐쇼미터는 5 가지 용량(1MΩ, 500KΩ, 100KΩ,
5KΩ, 220KΩ)을 테스트하였으며, 스트레치 센서는
실리콘과, 섬유 재질의 다른 종류를 테스트하였다. 각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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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속도센서 축 방향 및 무릎각도 변화에 따른 정적
자세 검출

그림 6 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보행 속도 차이 검출
표 2. 정적 자세 검출 알고리즘
표 3. 각 속도 별 Peak to Peak 사이의 데이터 개수

Posture

Acc X

Acc Y

Acc Z

Angle

서기

-1g

0g

0g

0°

눕기

0g

1g

0g

0°

데이터 개수

앉기

-1g

0g

0g

60~110°

(N)

Speed

2

3

4

7

15

10

9

7

(km/h)

2.4 실시간 자세검출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동적 자세는 걷기와 뛰기 2 가지 자세로 구분하였으며
기존의
보행분석
연구
자료[4]를

실시간 자세 검출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은 웨어러블
모듈로부터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무릎 각도

참고하여 Treadmil 의 속도 제어를 통해 4km/이하의

데이터 및 가속도 데이터를 전송받으며 자세 구분을

등속도 상태를 걷기, 4km/h 이상의 속도를 뛰기 보행
상태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걷기와 뛰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를 구분하여 Text 로 확인할 수

자세의 구분은 한 걸음에 해당하는 보행 주기 동안

있도록

포텐쇼미터에서 측정된 무릎 각도 변화에 따른 측정
데이터의 Peak to Peak 값 사이의 측정 데이터 개수

개발하였다.

또한

각

센서의

데이터는

차이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걷기, 뛰기

그래프로 표시하며, 전송되는 데이터를 문서 파일로
저장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를 구분할 수 있었다.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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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적/동적 검출 알고리즘이 적용된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years: reference values and determinants, Age
and Ageing, Vol.26(1997), 15-19

3.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적, 동적 자세 검출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자세를
검출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보행분석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포텐쇼미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도를 검출하고 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스마트폰과의

연동은

추가적

일상생활의 보행분석 어플리케이션으로써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Sampling rate 조정 및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자세 검출 알고리즘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해 사용자가 착용하기 쉬우면 일상생활에
거부감을
모니터링

주지 않는 편리한 웨어러블 모듈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며,

스마트폰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온라인

전송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건강지표로써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버로
시스템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시스템의
사용성 및 유용성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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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 증가와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비만도와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공,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동 중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성, 경제성이 높은
걷기를 통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게임 메커니즘을
사용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을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이 대두됨에 따라
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에

접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외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리워드 유형과 방식을 접목해
강한 동기 유발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동기 유발과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도구인 게이미피케이션과 리워드를 중심으로, 위 두
가지의 요소가 걷기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며 걷기를 활성화하는지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캠퍼스 걷기 활성화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요소 활용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캠퍼스 환경에서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요소의 활용

비율인 걷기 실천율은 약 10 년 전인 2007 년에는
45.7%였지만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걷기 운동의
효과

인식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용자 동기 및 행동 유발에 효과적인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점심시간 30 분을 걸었을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점심시간 愛(애) 걷기 캠페인’과 같은 리워드
모델을 접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걷기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로
전체 사용자를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환경 및 맥락에 적합한 효과적인 동기 부여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리워드 방식과 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그룹 맥락에 맞는 걷기 활성화 리워드 서비스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분야별 걷기 리워드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걷기 환경에서의 사용자 동기 유발과
참여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과

리워드의 개념을 알아본 뒤 현재 상용화된 분야별 걷기

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리워드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요소를 알아보고, 캠퍼스

주제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해보자 한다.

Walking, Gamification, Reward

2. 이론적 고찰

1. 서 론

2.1 걷기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부 ‘2016 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6 년 성인(19 살 이상)의 비만율은 34.8%로
2015 년의 33.2%보다 높아졌다. 걷기 실천율은
2016 년 39.6%로 2015 년도의 41.2%보다 줄었다.
하루에 총 30 분 이상 걷기를 일주일에 5 일 이상 한

2017 년 10 월에 게재된 미국 의학 저널의 걷기 운동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걷기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의
총 사망 위험이 26%로 높았고 걷는 양이 권장하는
신체 활동량에 도달하거나 2 배에 이르는 경우 총 사망
위험이 20%로 낮았다. 걷기 이외의 신체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걷기 운동이 있어야 사망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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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동수(2001)는

동

지나친 강도로 인한 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실시할 수

기

성취

목표에 달성한 후 자신의 성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낌

외
재

경쟁

상대방과 비교를 통한 경쟁 구도 형성

보상

참여 및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성취감을 높임

관계

그룹 내에서의 타인 및 환경에 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성을 높임

있는 가장 가볍고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걷기를
정의하였다. 즉, 걷기는 생활 속 운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운동이며 건강 효과도 뛰어나다고

적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 증진을

동
기

위해 걷기는 시간, 경제성과 접근성이 좋으므로 생활
속에서 제약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건강 증진을 할 수

2.4 리워드(Reward)

있어 선호되고 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관절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저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운동 종목이라
할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화라고도 불리며,
2011 년 게이미피케이션서밋(Gamification Summit)을
통해 공식적인 용어로 인정받게 되면서 예술, 정치,
교육, 언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가트너(2012)는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이거나 매력적인 모든
형태의 대가이다. 스키너의 강화이론으로 보상을
바라봤을 때 보상은 긍정적 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2.2 게이미피케이션

있다.

리워드는 보상이라고도 하며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하여

비게임

분야에서

사용자의

몰입을 증대시키고,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게임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김형택(2013)은 비게임적인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기업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적극적인

위한 방법으로 칭찬, 급여 인상, 휴가 등의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보영(2013)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보상의 유형은 제공 주체, 보상물
및 경제적 속성 그리고 형태로 분류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 유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상을 통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유발하고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방식 및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 보상의 유형

참여 및 행동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다른

유형

맥락의 분야에서 게임적 사고와 메커닉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동기 유발과 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종수(2012)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몰입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써

제공
주체

직접적 보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상

간접적 보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상

보상물
속성

실용적 보상

기능적 역할과 가치에 중점

쾌락적 보상

감각적 즐거움이 있는 보상

경제적

유형적 보상

형태를 지닌 보상물 (ex.쿠폰)

속성

무형적 보상

형태가 없는 서비스성의 보상

현금성 보상

현금의 속성을 가진 보상

비현금성
보상

현금 이외의 다른 보상

형태

보상, 상태, 성취, 자기표현, 관계로 게임 역학 요소를
정의하고 있으며, 문하나(2015)는 도전, 경쟁, 성취,

의미

보상, 관계로 선행 연구들을 재정리하였다. 위 연구를

3. 연구방법

비롯한 5 개의 선행 연구에서의 요소들을 수집하고
공통으로 언급되거나 유사했던 항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걷기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기유발 및 참여와 관련된 [표 1]과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 분류하였다.
표 1.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분류

구분

역학

내

도전

재
적

상태

의미

있는 걷기 애플리케이션, 은행, 보험, 캠퍼스 분야의
사례를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국내 걷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운로드 수 5,000 명 이상,
국외의 경우 평점 4 점 이상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캠퍼스의 경우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사례가

사용자 참여 유도를 위한 목표 제공

드문 반면 국외에서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자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사례 분석의 경우 사용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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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유발을 위한 게임 역학 요소와 리워드 제공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

방식을 규명하고자 [표 1]을 기준으로 사례에
중점적으로 활용된 게임 역학 요소를 도출하고, 각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서비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 제공 방식을

표 4. 국내 걷기 애플리케이션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사례

도출하였다.

구분

더챌린지

서비스명
더챌린지 (The Challenge)

걷기
애플리
케이션

국내

캐시워크 (Cash Walk)
워크온 (Walk On)
Tortoise

국외

캐시워크

SPRYFIT
Achievement

국내

은행

하나멤버스 걷고! 머니 쌓기
신한 헬스 플러스 적금

워크온

국외

에미레이트 NBD

국내

메트라이프생명
워킹 리워드 (Walking reward)

국외

국외

Manulife Move

Tortoise

보상

 기본 보행 수에 따른
기본 보상
(100 걸음당 1 원)
 친구 추천 성공 시
 기간별 보행 수 미션
완료 시(개인형/단체형)
 공동 누적 걸음 수 달성
시 단계별 기부 진행

도전, 상태
경쟁, 보상

도전, 상태
경쟁, 성취
보상, 관계

리워드 제공 방식

게임 역학

 사용자 설정 보행 수 달성
시 설정 금액 자동 저축

도전, 상태

(운동량 증가 시 일 복리
증가)

성취, 보상

 참가비를 낸 후 특정 도전
완료 시 추가 보상

Kyoto University _ Walking

 무료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상위 5 명의

도전, 상태
성취, 경쟁

유저에게 랜덤 보상
 친구 추천 성공 시 참가비

보상

SPRYFIT

4. 걷기 앱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사례 분석
4.1 걷기

할인 포인트 보상
 기본 보행 및 활동에 따른

국내 걷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표 4]와 같이
리워드 제공 방식과 게임 역학 요소가 도출되었고 국외
사례의 경우 [표 5]와 같이 도출되었다. 사용자의 동기

Achievement

요소와 리워드 제공 방식을 함께 분석해 보았을 때,
보상이 걸린 목표를 제공하는 도전, 상대방과 비교하여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경쟁,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성취감을 높이는 보상, 3 가지
역학 요소가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워드 제공 방식의 경우 주로 미션에
도전하고 성공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
현금이나

포인트로

참가비를

내고

도전하여 성공 시 추가 보상을 받고, 실패 시 참가비를
잃게 되는 리워드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강력한

포인트 보상
 친구 추천 성공 시 쿠폰

도전, 상태
성취, 보상

보상

유발과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사용된 게임 역학

자신의

 참가비를 낸 후 특정
도전 완료 시 추가 보상

Binghamton University _
B-Healthy walking
Challenge : Walk to the Moon

직접

도전, 상태
경쟁, 성취

사례

Oscar Health
Ohio Northern University _
Welling for Walking

캠퍼스

완료 (개인형/경쟁형)
(목표 성공 횟수 달성 시)

표 5. 국외 걷기 애플리케이션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알리안츠생명 올라잇 코치

보험

게임 역학

 기간별 보행 수 미션

표 3. 걷기 리워드 서비스 선정 사례

분야

리워드 제공 방식

4.2 은행
은행의 경우 국내는 [표 6] 국외는 [표 7]과 같이 리워드
제공 방식과 게임 역학 요소가 도출되었다. 은행의 걷기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았을 때 보상이 걸린 목표를
제공하는 도전,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성취감을 높이는 보상, 2 가지의 역학 요소가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걷기 애플리케이션
에서 제공하는 짧은 기간의 목표 달성 형식이 아닌 중,
장기간의 목표를 달성했을 시 사용자에게 현금성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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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경쟁적 요소가 활용되지 않고 개인 목표에 따른

(달성 시 1 달러, 매달 최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20 달러를 아마존
상품권으로 보상)

표 6. 국내 은행 사례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사례

리워드 제공 방식

걷고! 머니
쌓기
헬스 플러스
적금

 매일 평균 일정 보행 수
이상을 걷게 되면 등급에

게임 역학

 한달 추천 보행 수 달성

Manulife
Move

도전, 상태
성취, 보상

시 보상
(25,000 걸음=100 머니)
 미션 선택 후 만기일
전까지 달성했을 시 보상

도전, 보상

4.4 캠퍼스
캠퍼스의 경우 [표 10]과 같이 리워드 제공 방식과 게임

표 7. . 국외 은행 사례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역학 요소가 도출되었다. 캠퍼스의 걷기 프로그램을

사례

리워드 제공 방식

게임 역학

에미레이트

 설정한 단계별 목표 달성
시 매일 최대 2%의 이자
보상

도전, 상태

(0 day-0.2%,
5000Stepsrdday=1%,

분석해 보았을 때, 보상이 걸린 목표를 제공하는 도전,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성취감을 높이는 보상, 커뮤니티, 그룹 내에서의 타인
및 환경에 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 3 가지 역학 요소가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취, 보상

것으로

12,000Steps=2%)

국내 보험의 경우 [표 8]과 같이 리워드 제공 방식과
게임 역학 요소가 도출되었고 국외의 경우 [표 9]과같이
도출되었다. 보험의 걷기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게임 역학 요소 6 가지 중 관계와 경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대체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리워드의
경우 기본적인 목표 달성 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식의

경우

다른

분야에

관계적 요소를 통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표 10. 국외 캠퍼스 사례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비해

사례

리워드 제공 방식
목표량 달성 시 상품 보상
(1 주일 5 만보, 한달
24 만보, 6 개월 180 만보

보상
(1 걸음당 1 포인트)

게임 역학

목표에 도달했을 시 보상
 매주 보행 수에 따른

도전, 성취
보상, 관계

임의의 보상 제공

게임 역학

 개인/팀이 월간 목표에
B-Healthy

도전, 상태
성취, 보상

walking

달성 시 보상 기부금으로
변경 가능)
 기본 보행 수에 따른 기본

리워드 제공 방식
 개인/팀이 기간 내 보행

Welling for
Walking

 기간 별, 단계별 보행

올라잇 코치

제공

성취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간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적 요소보다

표 8. 국내 보험 사례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워킹 리워드

리워드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단을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보상의 유형을 다르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사례

분석되었다.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 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4.3 보험

사용하는

도전, 상태
성취, 보상

레벨 2, 7 천보 = 7%할인
레벨 3. 만보 = 10%할인)

(10 만보 달성=우대이율)

NBD

따라 보험료 할인
(레벨 1. 5 천보 =5%할인

도달했을 시 보상
(월에 제공하는 보상의
형태가 다름)
 월간 평균 보행 수가 가장

도전, 경쟁
보상, 관계

높은 팀에게 보상
도전, 상태
성취, 보상

Walking

 개인/팀이 기간 내 보행

Challenge :
Walk to the

목표에 도달했을 시 보상
(추첨형식으로 상금, 항공

Moon

도전, 보상
관계

마일리지, 쿠폰 등 제공)

4.5 종합 분석

표 9. 국외 보험 사례 게임 역학 및 리워드 방식 도출

사례

리워드 제공 방식

게임 역학

게임 역학 요소와 리워드 제공 방식을 분석한 결과

Oscar
Health

 목표 보행 수 달성한 하루
당 보상

도전, 상태
성취, 보상

전체적으로 첫째, 게임 역학 요소의 경우 1) 도전과
보상이라는 요소를 동기 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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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 관계와 경쟁

낮거나 높은 수준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인

요소를 외재적 동기와 성취 욕구, 지속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몰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태와 성취 요소의 경우 사용자 내재적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하여 가시화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워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나 추천된 목표, 도전 과제별 보행 수를 달성했을
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의 동기 유발과 적극적 참여를 위해 직접
활용이 될 수 있는 물품, 쿠폰, 현금화 가능 포인트 등의
실용적, 유형적, 현금성 보상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활용도가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도서관 자리, 학식 메뉴,
시간표 확인 등 대학교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높다.
대학교 애플리케이션에 걷기의 기능을 도입하고 걷기
애플리케이션 사례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된 도전, 보상,
경쟁 3 가지의 게임 역학 요소를 적용해 걷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용자에게 등급별로 다르게 주어지는
보상의 유형과 보상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적으로
걸어야 하는 일정 보행 목표인 도전 요소를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전공 및 학교 친구들과의 걷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목표 달성 내역 및 현재

5. 캠퍼스 걷기 활성화를 위한 가설 수립

보행 순위를 제공한다. 자연스러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경쟁하고 지속적 참여를

5.1 캠퍼스 리워드 요소
사례 분석 결과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유도한다. 리워드 방식의 경우 국외 보험 사례 중

사용된 리워드 유형은 실용적, 유형적, 현금성 보상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

등급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제공하는 Manulife
Move 의 방식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성취 욕구와

캠퍼스에서 걷기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인다.

리워드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학교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보상
요소와 국외 캠퍼스 사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상 요소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워드
요소는 일정 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 장학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 식권, 학점, 캠퍼스 내 매장 기프티콘,
기숙사 상점, 걷기 가산점 총 6 가지의 요소이다.

사례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캠퍼스 리워드 요소를
도출하였고 캠퍼스 걷기 활성화를 위한 5 가지의 상황
별 가설을 세웠다. 가설에서 목표 달성 시 제공되는
리워드 요소의 경우 앞서 도출된 6 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설을 정리한 표는 [표 11]와 같다.
1) 캠퍼스의 경우 물리적 공간이 일반적으로 넓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소적 공간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리적 특성 및 대학
애플리케이션에
게임
역학
요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 좋은
캠퍼스 코스를 추천해 준다. 사용자의 평균 보행 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목표 보행 수와 코스에 따른 미션
도전

요소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맞춰 개인보다는 팀 위주의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게임 역학 요소 중 관계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캠퍼스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에 기본이 되는 전공, 교양 수업을 중심으로 게임
역학

5.2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활용 방안

형식의

3) 국외 걷기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맥락에

동기를

유발한다. 보험 워킹 리워드 사례와 같이 목표 달성
단계별 보상 요소를 적용시켜 사용자의 성취 욕구를

요소들을

활용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를 주제로
한 스포츠 수업이 개설된다면 기본적으로 걷기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 이후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 평균 보행
수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른 목표 보행 수를 제시하는
과제 형식의 도전 요소와 성과에 따른 명확한 실용적,
유형적, 현금성 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동기 유발과
성취 욕구를 높인다. 또한 그룹별 목표 보행 수 도전
과제를 진행하며 그룹 내에서는 개인의 일일 보행 수를
공유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통하여 걷기 행동이 지속되게
된다.
4) 기숙사의 경우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을
관리한다. 누적 벌점이 최대치에 도달했을 경우 학생은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되거나 다음 학기 기숙사 배정이

자극하고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도전 조건을 달성했을

불가해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숙사는 걷기를
통한 상점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걷기 활성화를

때 그에 따른 임의의 실용적 보상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높인다. 목표 보행 수와 미션은 사용자에게 있어 너무

보행 수 달성 시 기본 보상을 제공해 주는 리워드

유도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도전과 보상 요소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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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대학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 서비스 가설을 도출하고자

기숙사에서는 도전 목표 달성 시 얻게 되는 보상인
상점 1 점 당 기간에 따른 목표 보행 수를 제시하여

진행되었다.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제공 방식과 요소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사용자가 목표를

분야별

달성했을 때 제공되는 상점에 성취의 요소를 적용시켜
애플리케이션에서 배지의 형태로 가시화해 사용자에게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캠퍼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유형적,

특징과

함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목표 달성 성과에 대한 내역을

현금성 보상의 유형을 도출하고 활성화를 위한 가설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걷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캠퍼스 환경에서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요소의 활용

5) 대학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교직원에게도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교직원
평가 항목에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평가에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진행한 후 캠퍼스 걷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가설을 도출함에 있어 사용자

있어 걷기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대학 걷기

조사가 부족해 가설의 신뢰성에 있어 한계점을 지닌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된 사용자 별 평균 보행 수를
기준으로 기간과 걷기 목표치를 제공한다. 목표를

또한 선정된 사례만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요소의 활용 경향으로

달성하였을 때 걷기 가산점을 보상의 요소로 제공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외재적 동기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관계 및 경쟁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대학 안에

걷기 활성화를 위해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구성되어 있는 부서, 팀 별로 그룹을 만들어 평가 기간

연구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며 참여 디자인을 통해

동안의 평균 보행 수를 측정한다. 각 부서 별로 걷기
순위를 매겨 걷기 인센티브의 유형을 가진 보상을

캠퍼스 걷기 활성화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리워드
서비스 모델의 구체적인 사용자 시나리오 도출을

제공한다. 그룹 내 관계 형성을 통하여 걷기 활동이

진행할 계획이다.

활성화되고 그룹 별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전체적인
걷기 참여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캠퍼스 걷기 활성화
방안들을 통하여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과 캠퍼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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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요약문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병원에서는 매일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가
생성된다. 특히 상병과 처방에 대한 기록은 국가적으로

1. 의사들이 진찰 후 상병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처방

관리 및 검토되고, 모든 병원은 상병과 처방에 대한

을 내릴 때 상병이나 처방 정보를 관리 시스템에 누

기록을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상병-처방 기록 및

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병과

약 처방전 기록과 연관된 상병 입력 처리 작업이 필

처방 기록 관리 시스템에는 상병과 처방의 관계 파악에

요할 때, 처방의 내역을 보고 추측해서 상병을 직접

대한 두가지 제약사항(정보 누락 및 관계 파악)이

기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상병과 처방의 종류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는 매우 다양하여 의료진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

기계학습 및 네트워크 기반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상병-

요로 한다.

처방

추천

모델을

구축하였고,

추천

시스템을

2. 환자의 증상에 대한 기록은 상병으로 입력되는데,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처방까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다대다
(many-to-many)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의

주제어

료진이 각 상병에 해당하는 처방의 정보를 필요로

기계학습, 시스템 개발, UX 경험

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상병과 관련 있는 처방(예를

1. 서 론

들면, 일대다 관계; one-to-many; 특정 상병과 관

오늘날 병원을 찾는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수만 여명,

련이 있는 처방에 대한 파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연간 수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1]. 병원은 환자들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의 검사, 처방, 경과 등의 진료 정보와 행정 정보 등을

위와 같이 파악된 두 가지 제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매일 생성한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계학습 기반의 상병-처방 추천 알

환자들을 통해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 중 모든 상병 데

고리즘 개발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통합 관리 소프트

이터에는 처방 기록이 존재한다. 상병과 처방의 기록은

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통

병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관

해 상병과 처방의 빅데이터에 머신 러닝을 적용하여 상

리 및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병원이 상병과 처방

병과 처방의 관계를 모델링, 통계 분석, 시각화하여 기

에 대한 기록을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 입장

존 병원의 처방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할

에서는 상병, 처방 기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

현재 병원에서의 상병과 처방에 대한 기록은 컴퓨터 관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는 의료진들(의사,간호사)로부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경험(UX)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상병, 처방 기록에 관련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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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계학습과 그래프 기반 모델링을 통해서 상병과 처방의 관계를 파악 및 추천 시스템 개발. 상병 빈도 수(예,
100, 200 번 이상 발생한 상병)를 고려해서 두 가지 모델에 적용하였다.

[2]와 scikit-learn 라이브러리[3,6]를 사용하여 모델을

2. 본문

구축하였다.

2.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의 단어 간 관계를 파

특정 병원으로부터 환자 별 차트 번호, 상병 처방 날짜,

악하기 위해 vector 함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본 연

상병, 주/부상병으로 이루어진 상병데이터와 주 별 환

구에선 Neural Network 모델 구축을 위해 단어의 중

자의 차트 번호, 처방 날짜,처방 코드로 이루어진 8만

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TF-IDF 벡터화, 단어 빈도수를

여명의 환자 데이터를 제공 받아 활용하였다. 총 샘플

파악할 수 있는 Count 벡터화,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

은 약 300,000건이다. 총 상병의 수는 3,500개, 총 처

할 수 있는 Word Embeddings (임베딩)기법을 활용

방의 수는 4,700개이다.

하여 벡터를 생성하였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data preprocessing(데이터 전

2) Network X

처리)를 위해 주차 별 (예, 첫째 주) 처방 데이터를 차트

Network X [4]는 python 패키지의 하나로, 복합적인

번호와 날짜를 기준으로 통합한 후, 통합된 처방 데이

네트워크의 구조, 움직임 혹은 기능들을 제작, 관리,

터와 상병 데이터를 증상 상병과 처방 코드를 기준으로

학습해주어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합쳐서 활용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노드와 노드 간의 edge, edge 들의 방향,
무게 등을 손쉽게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2.2 모델 구축
Multiple Layer Perceptron 과 같은 머신 러닝(딥러닝)
[5] 알고리즘 및 네트워크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상병과 처방의 관계를 구성하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
였다. 그림 1은 모델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종류의 하나로 많은
가상의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의 뇌와 같은 학습 능력을 갖추게 하는
알고리즘이다. 인공신경망의 종류로는 Multi-Layer

그림 2. 상병-처방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그래프 형성

Perceptron, Deep Learning 등 이 있다. 우리는 k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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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부터 받은 상병-처방 데이터를 정리하여, 특정

top5, 10, 15 의 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표 2 은

상병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처방들을 연결했다.

이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빈도율에 비해 빈도수를

상병의 개수만큼 새로운 그래프가 생성되고, 연결

edge 의 weight 으로 잡았을 때 더욱 정확한 결과가

되어있는 처방 중 그래프마다 중복되는 처방들을

보였다.

중심으로 그래프들끼리 연결시켜 모든 그래프를
표 2. Edge weight 에 따른 네트워크 그래프의 특정 처방과

연결시킨 네트워크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그래프의

가장 관련 있는 상병 top5,10,15 max accuracy 결과

edge 에 해당 상병-처방 관계의 빈도수, 혹은 비율을
기록하여 처방을 통해서 관계된 상병들을 보거나,
반대로 상병을 통해서 관계 있는 처방들을 확인할 수

Top5

Top10

Top15

Count

0.64

0.83

0.89

Ratio

0.64

0.70

0.75

있다. 그림 2 에서는 서로 다른 상병이 두 개만 있는
경우 각 상병에 관한 그래프를 합쳐서 더 큰 그래프를

3) 평가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론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Neural Network 과 Network X 모델 전부

3. 결과

실험해본 결과 가장 높은 정확도는 TF-IDF 벡터화를
사용한 Neural Network 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3.1 모델 결과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Neural

Network

모델을

1) Neural Network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더 높은 정확도를 내기 위해 두

Vector 에 따른 레이어 수, 활성화 함수, batch size,

모델을 결합한 threshold 에 따른 두 모델의 결합

epoch, validation split, callback 등 여러 파라미터를

방식도 연구해볼 예정이다.

고려하여 Neural Network 모델을 구축하였다. 훈련

3.2 System Design

데이터 80%, 실험 데이터 20%로 데이터를 나누어 5앞서 구축한 Neural Network 와 Network X 모델을

Fold 교차 검증을 실행하였다.

기반으로, Django Framework 를 활용해 시스템을
또한 의료진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처방에 가장 관련

개발하였다. 그림 3 은 개발한 시스템을 보여준다.

있는 상병 top15 까지 볼 수 있기를 요구하여 Neural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Network 에서 top 5, 10, 15 결과값을 보여주도록
1. 모델을 바탕으로 특정 상병에 가장 관련 있는 처방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나 처방에 가장 관련 있는 상병 top5,10,15을
웹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

표 1. 벡터에 따른 Neural Network 의 특정 처방과 가장
관련 있는 상병 top5,10,15 max accuracy 결과
Top5

Top10

Top15

TF-IDF

0.62

0.85

0.93

Count

0.59

0.75

0.85

Embedding

0.44

0.56

0.62

공한다.
2. 예측 값에 해당하는 정확한 상병이나 처방이 없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 받는 기능을 제공한
다. 새롭게 입력된 값은 모델의 새로운 학습 데이터
로 활용되어, 모델의 성능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에서 보여주듯 Neural Network 에 TF-IDF 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3. 상병과 처방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상병

Embedding 을 활용하였을 때 낮을 정확도를 보였다.

과 처방의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킨 네트워크 그
래프, 어느 상병/처방이 많이 나타나는 지에 대한

2) Network X

히스토그램 및 통계학적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결과

Network X 에서는 그래프의 edge 의 weight 를

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두가지 관점(빈도수 혹은 정규화된 비율)을 바탕으로
두가지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Neural Network 과
마찬가지로 시험한 각 모델의 특정 처방에 관한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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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력받은 처방과 가장 관련 있는 상병이나 상병과 가장 관련있는 처방과 처방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웹
시스템. 상병과 처방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분석해주는 기능을 제공.

4. 결론

등도 모델 구축과정에서 고려하여 성능 향상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 병원의 처방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과, 병원에서 처방전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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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노화를 주제로 한 작품
AgingBrain 을 제안한다. 이 작업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뇌의 변화를 카드게임의
형식으로 작품화한다. 작품을 통해 관객은 게임의
참여자가 되며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기억에 관련된 인지적 변화를 3 가지의 단계로
체험하게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AgingBrain, a work on human aging is
introduced. In this work, cognitive changes of the
brain throughout the aging is proposed in the form
of card games. Through the work, the audience
becomes a participant of the game and experiences
the cognitive change related to the memory of the
human as it gets older in three stages.

주제어
인터렉티브 아트, 게임 아트, 미디어아트, 과학과 예술,
인지과학, 단어 학습, 노화

1.2 노화를 주제로 한 작품
예술작품에서 노화를 다루는 작가들의 예로는 James
Hosking[1], Joan Semmel[2], Isadora Kosofsky[3]을
들 수 있다[그림 1]. James Hosking 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그의 사진
속에서 노인은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는 개인으로
묘사된다. 노인의 몸을 주제로 한 Joan Semmel 의 회화
시리즈 Transparencies 는 나이든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문화적 각인을 중첩되는 레이어로 나타낸다.
Isadora Kosofsky 는 노인을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으로 기록하며 피사체가 느끼는 순간적 감정을
포착한다.
작가는 노인이 되어가는 개인이 느끼는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그 개인의 취약함을
끌어안고자 했다. 위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는 속성은
바로 작품에서 노화를 표현할 때 시간의 측면에서
표현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시간성을 드러낸
작품에서는 크게 노화를 겪는 개인의 심적인 측면, 또는
노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감상, 노화된 몸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등 노화에 대한 작가적 표현인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 배경
1.1 작품의 배경
현대에서 인간의 노화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인간의 노화에 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목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화가 가져오는 여러 인지적 변화들을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단순
감상에서 그치는 작품이 아닌 실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단어 매칭(matching) 방식의 보드게임 형식의
작품을 통해, 노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억의 변화를
자연스럽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 Joyce Van Horn, July
15, 2015, © James Hosking. 2) Blue Embrace, Joan
Semmel, 60”x48”, © Joan Semmel. 3) The Three, Isa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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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ofsky, 2012, © Isadora kosofsky 4) Brain Scapes, by
Laura Jacobson, 2016 © Laura Jacobson.

Laura Jacobson[4]의 작품 Brain Scapes 의 경우
작가는 뇌의 MRI 이미지를 참고하되 크래믹을
활용하여 재창조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을 모사하는 작품은 노화로 이어지는 시간적
맥락을 작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이 작품에서 제공하는 과학적 근거는 되려
작품의 표현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제한이

3. 작품 구현
3.1 작품의 예술적 의의
인간의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은 뇌를
통해서 기억되고 잊힌다. 시간에 따라 기억은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 작품에서는 노화를 단순한 비유와
추상이 아닌 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작품화하였다.
이를 위해 뇌의 중심 기능인 기억과 기억의 구조를
단어 학습연구결과를 작품에 적용했다.

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는 기존 예술의 표현적인
범주를 확장한다는 것에 있으며, 둘째로는 그 예술적
표현에 멈추지 않고 실제 주제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을 작품에 적용하여 관객의 체험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최근 작품의 상호작용성에 비중을 둔 예술의
장르로 인터렉티브아트의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은 작가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단, 작품을 통해 실현되는 행동,
감상과 의미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 이번
작품에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틀을
게임의 형태로 제안함으로써 개개인이 작품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관객과 함께 노화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드게임
형태는 예술적 표현 요소로써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관객이
게임의 시스템, 함께 플레이하는 타 관객과
상호작용하면서 작품의 의미인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에 그 의미를 둔다.
작품의 두 번째 목적은 과학적 근거를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뇌 기능의 비유이며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거를 기반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서
과학적 근거는, 인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어나는
인지적인 변화이다. 작품에서는 단순한 은유가 아닌
실제 뇌의 인지 단위에서부터 행동, 사회적 단위까지의
범주에서의 인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를
표현한다. 이는 작품의 형식뿐 아니라 이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 제작된 프로토타입 작품인 [그림 2]의 실험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게임보드 (virtual play board)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수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HCI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Figure 2 AgingBrain 프로토타입 © Joo Young Oh. Photo

이 작품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뇌의 노화의
작동방식을 기존 연구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적용하여
뇌의 기능을 카드 게임화한다.
게임은 다수의 게임 참가자가 하나의 게임 보드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단어 학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는
10 대의 뇌가 단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방식의 룰을
따르며, 성인의 뇌, 노인의 뇌 순으로 단어를 기억해
내는 주체의 기억에는 변화가 생긴다.
게임은 단순 단어매칭으로, 라운드마다 나이에 따른
뇌의 기능이 바뀌는 과정은 단어 스펠링의 오답률로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카드는 CVLT(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와 CVLT-C(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for Children) 방식을 근거로 하며 평균
64%의 단어가 오답으로 쓰여있다[5][6]. 또한, 나이가
어린 경우 학습 자체의 어려움에 따른 스펠링의 에러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 등 기억을 해치는
질병을 상징하는 빈칸인 카드가 나오는 방식으로
기억의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7].
3.2 게임의 룰
게임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2 명 이상의 참가자는 각자
해당하는 토큰을 보드의 옆에 배치하게 된다. 게임에서
활용되는 카드는 정답과 오답 두 가지 버전이다.
이중 게임 보드에 올려지는 답안카드는 매칭의 근거인
학습된 정답단어로, 기억이 뇌의 장기기억에 저장된
것을 표현한다. 답안카드 12 장은 게임의 보드에
순서대로 나열된다. 이후 오른쪽에 내용을 알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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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혀진 3 열의 카드 댁(Deck)을 올려둔다. 카드 댁의
카드들은 연령대별로 변화하는 기억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령대는 3 단계로 아이(1~15), 성인(16~60),
노인(63~92)에 해당한다[그림 3]. 3 단으로 쌓아둔
카드를 순서에 따라 한 장씩 뒤집어서 게임 보드에
올려진 답안카드와 비교, 매칭을 하는 것이 게임의 기본
규칙이며
이때의
매칭방식은
인간의
기억의
작동원리를 의미한다. 각각의 스택에는 정답에 오답
카드가 섞여 있으며 그 나잇대의 기억에 대한 인지적
근거를 바탕으로 1) 틀린 철자, 2) 빈칸 카드로
표현된다. 정답률은 총 카드 수 중 정확한 답이 적혀진
카드를 비율을 의미하며 각각의 카드 댁 설정은 아래
표[1]와 같다.
나이

총 카드 수

정답률

라운드

아이

0<y<16

15 장

65%

1

성인

16≤y<61

45 장

80%

3

노인

63≤y<93

30 장

64%

3.2 게임 방법
관객은 게임 참여자가 되어 3 열로 배치된 댁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게 뒤집힌 카드를 순서대로 1 장씩
가진 후 뒤집어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메모리 보드와 일치하는(정답) 카드가 걸렸을 경우
게임 참여자는 자신에 해당하는 토큰을 게임 보드의
정답 위에 올려 단어를 맞추었음을 표시하게 된다. 만약
뒤집은 카드에 오답이 쓰여있는 경우 토큰을 올리지
않고 턴을 넘겨야 한다. 일례로 Apple 이라는 단어가
정답 보드에 있는 단어와 철자가 같으면 그 단어에
자신의 말을 올리게 된다. 한편 Aple 으로 오기된 단어
카드가 나왔을 경우 게임의 참가자는 토큰을 올리지
못하고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그림 3]. 모든 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가장 많은 토큰을 올린 사람을 기준으로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기와 노인의
경우는 청년기보다 단어의 비율이 오답일 경우가
많으며 이는 참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임에서는 총 7 라운드가
진행되게 되며, 가장 많이 단어카드에 토큰을 올린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가 되게 된다. 플레이어에게
주어진 표면적인 게임의 목적은 게임의 메모리 보드에
있는 정답을 더 많이 맞히는 것이지만, 실제 작품의
목적은 관객이 점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답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

2

표 1. AgingBrain 에서의 나이에 따른 카드 비율, 정답률 및
라운드 수

4. 결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사회적인 낙인이
되기도 그 자체로 불완전함과 개인의 정체성을 잃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화는 인간의 생의
주기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작업에서는 모두가 어린이에서 노인의 역할을 두루
겪으며 단어 매칭을 통해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을 가장 익숙한

Figure 3 위에서부터 1) 각 연령대별 카드의 오답 비율,
게임의 기본 룰과 요소(왼쪽), 게임에서의 매칭 룰 및 토큰
표시 방법(오른쪽)

보드게임이라는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게임이라는
친근한 매체로 예술에 대한 장벽이 아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노화에 대한 작가적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인터렉티브아트의 새로운 확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프로토타입 작품을 바탕으로 한 Unity 기반
Virtual Board Game 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된 기억과 관련된 게임의 규칙을 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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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기억 및 한 단어에 대한 집단 기억, 기억의
쇠퇴와 왜곡 등의 다양한 개념을 추가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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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개인 게임 방송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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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1 인 게임방송을 연구 소재로 선택하여
온라인 시청자들의 팬덤 행위에 의한 사회적 현존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생산의 중심에 있는
1 인 게임방송에서 BJ 에 대한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팬덤 행위는 사회적 현존감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현존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상호지각과 상호 이해, 주의 집중의 배분,
정서적 유대감, 공간성의 지각이 있으며 개인 방송에서
BJ 와 시청자의 상호작용과 시청자의 능동적인 참여
행위가 사회적 현존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 인 게임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른 사회적 현존감 연구와는 다른 특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게임 BJ 보겸과
시청자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탐색
관찰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게임방송만의 특정 팬덤
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제어
개인방송, 팬덤, 시청자 참여 행위, 사회적 현존감,
디지털 게임, 공동체

TV 의 인기 게임 방송 BJ 인 보겸이다. BJ 보겸은 여타
다른 콘텐츠의 BJ 들 혹은 게임을 주 콘텐츠로 활용하여
방송하는 BJ 들과 다르게 BJ 의 게임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방송 콘텐츠도 타 BJ 보다 다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단순히 1 인 방송의 인기 현상이 BJ 들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비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BJ 보겸이 수많은 팬층을 보유하는 것에
기인하여 BJ 보겸과 그의 팬 층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BJ 보겸
방송과 사회적 현존감의 하위 개념을 관련지어
시청자들의 팬덤 행위가 사회적 현존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BJ 보겸과 시청자간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성을 탐색하고자 직접 연구대상들의 행위를
관찰하여 여러 사례를 조사 및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의 질적 측면을 높이기 위해 BJ 보겸 게임 방송
시청자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통해 정성적
조사기법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하였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최근 1 인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문화 생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현재 유통 중인 다양한 개인방송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게임 방송이라는 것이다[1]. 1 인 미디어 방송의
특성상 이것을 주도하는 BJ 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송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예인 못지않은
팬층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

2.1 사회적 현존감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은 특정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느끼는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현존감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이용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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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 매개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타자에 대한 심리적 관여로 이해될 수
있다. 미디어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현존감의 하위 개념은 ‘상호자각’, ‘상호 이해’, ‘집중의
배분’, ‘정서적 유대감’, ‘공간적 자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현존감은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각과 의사소통 내용,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변화할 수 있다 [2][3].

게임방송의 경우 BJ-시청자 간, 시청자-시청자 간의
채팅뿐만 아니라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형태로
실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게임의 속성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사회적 현존감이 극대화되고 BJ 에 대한 친밀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팬덤과는 다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2.2 팬덤의 정의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팬덤 현상이다. 팬덤은 ‘팬들의 집합’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그 집단이 만들어낸 행동 양식과
문화, 그리고 관습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팬은 스타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조직적이고 친밀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즉, 팬덤은 스타와 팬 사이의 수동적인 팬들의
집단이 아닌 적극적인 팬들의 자발적인 문화 행위이다
[5].
2.3 1 인 미디어 개인 방송의 이해
1 인 미디어는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과 유대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수단이다. 1 인 미디어는 매스 미디어와는
다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제작 수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유대관계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 인 미디어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 간의 의견 혹은
요구에 대한 피드백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기존의 매체와는 차별화된 만족감과
사회적 현존감에 영향을 미친다[6][7].
2.4 게임과 개인방송의 연계성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이 주는 다양한 종류의 즐거움
경험하고 게임에 몰두한다. 게임 경험이 충족될수록
게임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이 게임을
지속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 즉, 게임은 상호작용적
디지털 미디어인 것이다[8].
인터넷 개인방송의 장점으로 BJ 와 시청자간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게임
방송 이외의 콘텐츠에서는 단순하게 채팅을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반면,

3. 연구 결과
3.1 상호지각과 상호 이해
디지털 게임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성공
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증진의 장으로, 사회적
현존감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다[9]. 일반 지상파
방송과는 다르게 아프리카 TV 는 시청자들의 일방적인
시청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
아래의 내용은 시청자의 채팅을 BJ 가 읽고
반응해주었을 때에 대한 인터뷰 응답의 내용이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를 시청하는 이유는 BJ 의
생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돼요.”
선행된 인터뷰를 통해 아프리카 TV 이용 동기를
확인한 결과, ‘오락적 동기’, ‘휴식 추구 동기’, ‘사회적
공유/사회작용 동기’가 이용 동기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사회적 공유/사회작용 동기’의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BJ-시청자, 시청자-시청자 간의
상호작용이 시청자들에게 사회적 현존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터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동시적 쌍방향
소통, 즉 상호작용을 통해 시청자는 ‘사회적/사회작용
동기’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상현실 공간
내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능은 가상공간에서의
현존감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BJ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인다
또한 BJ-시청자 간의 상호작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BJ에 대한 호감도, 기억 효과, 설득 효과, 그리고 만족도
상승을 일으키며 사회적 현존감이 극대화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9].
3.2 관심 주기 : 주의 집중의 배분
인터넷 개인 방송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는 다르게
채팅과 음성 메시지를 통한 BJ 와 시청자 간, 시청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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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간의 실시간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동적 시청자들이다. 또한, BJ 보겸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개인 방송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방송을
진행하는 특징을 보였다[10].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BJ 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채팅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나의 글을 읽고 반응해준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러한 시청자들의 상호작용 행위에 대한 BJ 의 주목과
관심은 시청자들의 사회적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BJ 의 방송을 시청할 때 시청자
본인의 채팅을 읽어주고 의견에 반응해줄수록 BJ 와
정서적 친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BJ 에 대한 시청자
자신의 팬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BJ 들의 시청자들과의 소통은 개인 방송 진행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사회적 현존감을 경험하고 해당 BJ 에 대한
팬 정체성이 형성된다.
3.3 정서적 유대감 : 소셜 기능
BJ
보겸은
시청자들과
게임상에서
클랜을
운영함으로써 시청자와의 협력을 통해 게임상에서
공동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해나가며, 그들만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구성원 개개인은 단순히 해당 공동체의 가입 목적을
넘어서 유대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타
구성원들과 구축하면서 공동체에 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11].

“처음에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 실력 있는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찾아보았는데, 보겸 형 클랜에서 카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클랜 가입 후에 한 번 시청하게
됐어요. 게임을 엄청 못하시지만, 입담 덕분에 보는
재미가 두 배가 돼서 지금까지 시청하고 있습니다.”
BJ 보겸은 시청자들을 ‘가조쿠(가족)’라고 부르며
공동체적 정체성을 주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단순히 오락목적의 시청이 아닌 BJ-시청자 간의
전인격적인 책임감 있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소셜 기능의 존재는
시청자들로
공동체
참여에
대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바람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시청자들에게 사회적 현존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루’, ‘가조쿠 여러분’, ‘보즈리얼 오랜만에 한번
가겠습니다’, ‘보송합니다’ 등 보겸 구독자들만
사용하는 말들이 재밌어서 따라 하다 보니 재밌었다.”
위 인터뷰 내용은 BJ 보겸의 방송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이다. BJ 보겸의 이름의 ‘보’라는 음절을 사용한
단어 변경은 BJ-시청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은어를
사용함을 공동체 의식으로서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언어는 BJ 보겸의 채팅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SNS 및 타 BJ 의 채팅창에서도 나타나는 BJ
보겸 시청자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BJ 보겸의 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러한 언어 습관인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BJ 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감은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3.4 공간성의 지각 : 구체적인 상황체험
BJ 보겸이 최근 플레이하는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
게임은 게임의 매칭이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임에서 시청자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했다. 배틀 로열 식 서바이벌 게임 규칙
안에서 그들은 BJ 보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BJ 를 돕거나 어렵게 모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참여 행위를 보였다. BJ 보겸 또한 게임
내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며 매우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시청자 참여는 시청자에게 게임방송의 내용을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시청자는 게임 방송의 서사에 직접 참여함으로
BJ 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고 같은 장소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11].

“시청자들로 인해 더욱 재미난 분량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재미없게 하는 시청자들도 있어서
진심으로 방송이 재밌도록 도와주는 시청자들만
있다면 시청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회적 현존감을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자율적인 행위자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 개인 행위자가 지향하는 의미
작용이 성립될 때 가장 높은 사회적 현존감이 구성되며
이러한 시청자들의 자율성은 무엇보다 BJ 와의
의식적인 조우와 교류를 통해 존재감을 완성한다[12].
즉, 시청자들은 게임방송에 직접 참여함으로 사회적
현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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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 결과 아프리카 TV 의 개인 방송은 BJ 와
시청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사회적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현존감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BJ 와 시청자 간의 상호지각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아프리카 TV 시청 이유 동기인 ‘사회적
공유/사회 작용 동기’가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청자들에게 가상공간에서의 현존감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BJ 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현존감의 요인인 주의 집중의 분산은
BJ 가 시청자들의 채팅과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나타났다. 능동적인 시청자들은 본인의 사회작용
행위가 주목과 관심을 받을 때 사회적 현존감을
경험하며 BJ 에 대한 팬 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BJ 와의 의식적인 조우와
교류를 통해 사회적 현존감이 완성되고 있었다.
또한 BJ 보겸은 시청자들과의 클랜 형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시청자들을
‘가조쿠’라고
지칭하며 공동체적 정체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의 요인은 BJ 보겸 방송의 시청자 참여
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BJ 보겸의 방송에서는 유독 시청자들의 게임 직접 참여
행위 빈도가 높다. 시청자들은 BJ 를 돕거나 경쟁하는
참여 행위를 통해서 게임 방송의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BJ 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시청자의
자율적인 참여 행위는 디지털 게임의 속성인 디지털
네러티브와 기술적 다중모드의 기능을 동시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현존감을
극대화하여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9].
개인 방송의 시청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현존감의 정도에 따라 미디어 사용 의향이 달라지며, 더
많이 시청하고 싶은 미디어와 그렇지 못한 미디어로
구분된다. 즉, 사회적 현존감이 BJ 들의 방송에 있어서
몰입과 지속 시청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BJ 보겸은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게임이 주는 기능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TV 시청 동기를
충족시켜줌으로 많은 시청자가 즐거움을 느낌을
넘어서 BJ 와의 친밀감과 호감도, 그리고 만족도를
향상해
사회적
현존감을
극대화하는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BJ 에 대한 친밀감을

시청자 참여 행위를 통해서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의

팬덤을

최근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능동적
이용자들이며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 시청한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춰 개인 방송을 진행한다면 시청자들에게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방송이 될 것이다.
방송에서의 지상파의 영향력 감소와 함께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사용자 참여와
실시간성을 중시하는 영상 플랫폼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1 인 방송의 중요성과 문제점 역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1 인 방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요소들을 밝혀내어 건전하고
건강한 1 인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량적 데이터에 의한 연구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게임방송 시청자들의 현존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게임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설계연구를 진행하여 기타 다른 방송과 비교분석
해 본다면 게임이라는 미디어의 기능성과 특수성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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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고,

균형능력은

요소로

요약문
본 연구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압력정보제공과
자세정보제공에 따른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Randomized Cross-over
Design 으로 연구되었다. 25 명의 노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3 가지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의
조건에 무작위 순서로 할당하였다: 압력정보제공에
대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Condition
1),
자세정보제공에 대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Condition
2), 비시각적 바이오-피드백(Condition 3). 균형
측정을 위해 Wii Balance Board(WBB)와 Balencia
software ver 2.0 을 사용하였다. 방법으로 모든
대상자는 3 가지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상태에서
WBB 에 눈을 뜬 상태로 30 초 동안 정적 균형을

낙상과

근력의

문제보다는 균형문제가 낙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상은 노인의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흔한 사고로 노인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로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균형이란 중력의 변화에 대해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며, 여러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며, 안정성 및 체중부하와 보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는 요소들은
시각계와 전정계, 체성감각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면 체성감각계가 지지면과
접촉해있는 발바닥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조절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한 균형 조절을 위하여
중추신경계를

통한

근육뼈대계통과

상호작용하여

측정하였다. Condition 1 은 엄지발가락, 첫 번째와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 발가락허리뼈의 머리부분, 뒤꿈치 아래에
압력센서를 부착한다. 센서로부터 수집된 압력정보는 2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들이 있는데 균형

m 앞의 LED 에 표시되며, 대상자는 불이 들어온 위치를

있다.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훈련이 노인의
정적 및 동적인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체중을 이동시킨다. Condition 2 는 전신거울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세를 보며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Condition 3 는 시각적 정보
없이 2 m 앞에 벽을 보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실험결과 Sway length 와 velocity 에서 모두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결론적으로, 압력정보제공에 따른 정적
균형훈련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이용한
훈련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훈련 시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훈련이 많이 사용되고

보고되었다.

또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훈련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움직임들을 평가되고 과도한 운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러 질환의 환자들에게도
균형 증진을 위한 중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압력 정보를 이용한 균형 평가에서 사용되는
힘판(Force platform)과 게임용 압력입력장치를
이용한

훈련들이

균형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주제어

압력센서가 내장된 힘판에서 압력중심의 이동이
정량화되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 시각적 바이오-

노인, 균형, 피드백

피드백을 받아 균형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Wii

1. 서 론

balance
board
와
같은
가정용
게임기의
압력입력장치를 이용해서도 균형능력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받은 바이오-피드백에

1.1 배경
낙상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넘어짐이 발생하는
것이며, 갑작스런 신체의 이동으로 인한 상해를 입는
것이다. 노인의 균형능력의 감소는 낙상의 주된 위험

관한 훈련으로는 거울에 투영된 신체를 통해 움직임을
유도함으로써 자세조절 결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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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에서 자세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

자세의 정적 균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경우와 압력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 연구들이
균형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지만 둘 중 어느 정보가

하였다 (Figure 1). 각각의 피드백 조건을 군으로
설정하였다. 균형 측정 시 압력정보제공 시각적 바이오-

균형에 더 효과적인지는 알지 못한다. 뇌졸중 환자들의

피드백 균형훈련 (Condition 1), 자세정보제공 시각적

균형 향상을 위해 시각적 피드백과 청각적 피드백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서 같은 균형을 목적으로 피드백의

바이오-피드백 균형훈련 (Condition 2),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이 없는 일반적 균형훈련(Condition

종류에 따라 효과차이가 있었다

3)으로 구분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들은 무작위 순서로
위의 피드백 조건에서 균형을 측정하였고, 측정 간
5 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균형능력의 측정은 Wii

1.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균형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balance board 위에 30 초 동안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방법인 거울을 이용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훈련과

양 발을 위치시키고 손은 넙다리 큰 돌기 옆에 넣고 서게
하였다. 발의 위치는 모든 상황에서 같은 위치에서

최근 기술인 센서정보를 이용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균형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시하였다. Wii balance board 에서 벽까지의 거리는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2m 로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Figure 2).

2. 방법
2.1 참가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위치한 복지관에 참여하는
65 세 이상 노인 2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독립적으로 걷고 일상생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로 30 초 이상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이며, 제외조건은 시각 정보 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형 외과적,
전정기관,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는 모집자 중 28 명중에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Figure 1. Flow of the study and participants through the
program

3 명은 제외하여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는 최종
25 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한 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기관생명윤리위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승인번호: 1040647201710-HR-004-03)

 압력정보제공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균형훈련
대상자의 압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 양
발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였다. 대상자의 발 사이에
각각의 압력센서 4 개씩을 부착하며, 위치는 엄지발가락
아래, 첫 번째 발허리 뼈 중 머리 부분과 다섯 번째
발허리 뼈 중 머리 부분의 아래 그리고, 뒤꿈치 아래에
위치한다. 또한 압력 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있는 시각적 피드백은 정방형의 박스에 9 개의 Led 를
이용하여 압력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N=25)

Characteristics

Values

Gender (Male/Female)

4 / 21

Age (year)

69.20 (6.86)

Weight (kg)

60.52 (6.31)

Height (cm)

157.16 (6.76)

가운데 Led 는 눈과 동일 선상에 위치시켰다. 결과 값은
센서에 들어오는 압력을 계산하여 표시하였으며,
가운데에 있는 Led 점등은 정확한 균형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이외에 Led 점등은 해당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것으로 선 자세의
압력 이동에 대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자세정보제공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균형훈련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전신 거울을 이용해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받는

2.2 과정
본 연구는 무작위 교차실험 연구(Randomized crossover study)로써 3 가지의 다른 피드백상황에서 선

그룹으로써 Wii balance board 위에 양 발로 서서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똑바로 선 상태로 전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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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자세를 보며 똑바른

COP 의 움직인 평균속도로 적을수록 균형능력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동안 균형을 측정하였다.

뛰어남을 나타낸다.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이 없는 일반적 균형훈련

2.4 통계분석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없이 다른 Condition 과 같은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은 윈도우용 SPSS

거리인 2 m 앞에 흰 벽을 보고 Wii balance board

Statistics ver. 22 (IBM Co., Armonk, NY, USA)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위에 양 발로 서서 똑바로 선 상태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측정하였다.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Shapiro-Wilks 정규성 검증을 하였다. 각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은 Bonferroni 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바이오-피드백의

종류에

따른

COP

Sway

length 의 차이
Figure 2. Standing position about the bio-feedback
method. (A) Visual Bio-feedback of the pressure
information, (B) Visual Bio-feedback of the posture
information, (C) Non-Visual Bio-Feedback.

바이오-피드백의 종류에 따른 세 조건간의 동요거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압력정보 제공 시 Sway
length 는 69.61±10.11 cm 로 3 가지 Condition 중
가장 낮았다. 자세정보 제공 시 Sway length 는

2.3 측정도구

72.60±12.92 cm 였고,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본 연구의 선 자세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Wii balance
board (Nintendo, Japan)를 사용하였다. 4 개의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78.07±14.11 cm 로 가장
높은 Sway length 를 나타났다. 사훈분석 결과

모서리에 위치한 로드셀을 이용해 압력중심점(Center
of pressure, COP)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수집 할 수

압력정보 제공, 자세정보 제공,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있는 장치이며 Bluetooth 통신으로 연결된 디바이스에
전송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샘플링 비율은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절된다. Wii balance
board 의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은 0.66-0.94,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순으로 사후분석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Table 2)(Figure 3).
Table 2. Comparison of balance ability according to the
feedback type

신뢰도는 0.77-0.89 로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제시되었다. 선 자세의

VB-PR

COP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Balancia software ver 2.0(Mintosys, Korea)을
사용하였다. Wii balance board 로 측정된 정보를
Bluetooth 로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COP 에 대한 이동거리 및 속도 등을
보여준다. 모든 데이터는 100Hz 로 샘플링하여
추출하였고 10Hz low-pass filter 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는 0.85-0.96 이었고 신뢰도는 0.79-0.96 로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데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이에 Wii Balance Board 와 Balancia

VB-PO

NON-VB

F(p)

Sway
length
(cm)

69.61

72.60

78.07

15.478

±10.11

±12.92

±14.11

(.000)

Sway
velocity
(cm/s)

2.32

2.42

2.60

15.484

±0.34

±0.43

±0.47

(.000)

VB-PR: Visual Bio-feedback of the Pressure information,
VB-PO: Visual Bio-feedback of the Posture information,
NON-VB: Non-Visual Bio-feedback.

software 를 이용하여 Sway length 와 Sway
velocity 를 측정하였습니다. Sway length 는 정적으로
서있는 자세에서 COP 의 움직인 거리의 합으로 값이
적을수록 균형능력이 뛰어나며, Sway velocity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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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이오-피드백의

종류에

따른

COP

Sway

velocity 의 차이
바이오-피드백의 종류에 따른 세 조건간의 동요거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압력정보 제공 시 Sway
velocity 는 2.32±0.34 cm/s 로 3 가지 Condition 중
가장 낮았다. 자세정보 제공 시 Sway velocity 는
2.42±0.43

cm/s

였고,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60±0.47 cm/s 로 가장 높은
Sway velocity 를 나타났다. 사훈분석 결과 압력정보
제공, 자세정보 제공,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순으로 사후분석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Table 2) (Figure 3).

자신의 자세를 눈으로 확인하는 내재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조절되는 것이고, 압력정보는 자신의
압력분포를 센서가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에서 분석하여
외재적인 결과를 전달해주는 과정으로 내재적 정보에
비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압력정보 제정은
자세정보 제공보다 균형에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로써 정보의 질과 양이 많을수록 균형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로 장기간의 중재에 따른 결과 값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5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선 자세의 균형능력
평가를 하는 동안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의 유무와
차이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압력정보
제공은 다른 조건들보다 균형능력이 뛰어났으며,
자세정보제공은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내재적 피드백이 떨어진 뇌졸중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낙상을
예방하고 재활훈련을 하는 환자에게 적용될 것을

Figure 3. The results of Standing Balance Comparison.
(A) Sway length, (B) Sway velocity. *<.05.

기대한다.

VB-PR: Visual Bio-feedback of the Pressure information,
VB-PO: Visual Bio-feedback of the Posture information,
NON-VB: Non-Visual Bio-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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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형태의 시각 훈련을 하였지만 본 연구는 실험자의
COP 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시각적

4. Lee SW, Lee KJ, Song CH. Effects of visual

피드백이더라도 정보제공내용의 차이에 따른 균형

faller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11;18:16-27.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또한, 자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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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표현한다. 상황 인지 모델에 사용자 요구를 추가하여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과 응용을 지원한다.

사물 인터넷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기에서 수집한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기술하고,
3 절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을 설명한다. 4 절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현 내용을 기록하고 5 절에서 요약한다.

응답하지 않는 기기의 사용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상황 인지 모델에
추가되어야 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상황 인지 모델에 사용자 요구를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고차원의 상황

추가하여 상황 정보를 표현한다. 제안하는 상황 인지
모델을 통해 기기의 응답이 없을 때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을 생성하고 상황 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가

다른 기기에 전달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있다[3]. 이 연구는 센서로부터 측정값과 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계층화된 모델을 통해 원시 데이터를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처리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주제어

센서로부터 수집된 공통적인 상황 정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물 인터넷, 상황 인지 모델, 사용자 중심 서비스

또 다른 연구로는 쿼리문을 통해 일련의 환경 변수를
수립하여 접근성을 높인 상황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상황 모델은 모든 상황 정보를
일련의 리스트로 정리하여 길이가 매우 길어질 수 있다.

1. 서 론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정보 접근 시간으로 인해 상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상황 정보를 표현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다음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시간, 장소, 확실성,

증가하고 있다[1]. 그 중 W4 모델은 4 개의 W(Who,
What, Where, When)를 이용하여 상황 정보를

새로운 정도(Freshness)의 7 개 영역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RFID 태그의 상황 정보를 설명하는 모델이
있다[5]. 그러나 RFID 태그에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고차원의 상황 정보를
정의한다[2].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인지 모델은 자주
방문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기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어렵고 요구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3. 사용자 요구 상황 인지 모델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W4 모델에 사용자
요구인 Want 를 추가한 W5 모델을 통해 상황 정보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요구를 추가한 상황
인지 모델은 이하 W5 모델로 기술한다. 3.1 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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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 모델의 구성 요소를 서술하고, 3.2 절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기기가 응답하지 않는

사용자 요구와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증명한다.

무응답

상태일

때

사용자

요구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3.1 구성요소
 Who

 W5 모델

사용자 이름 혹은 수집한 데이터의 주체인 기기

기존의 W4 모델은 간단하지만 여러 시나리오에

ID와 태그를 수집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이름을 통해 정보를 표현한다. 기타 센서와 사용자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상황을 수식 (1)과 같이

이름을 규정하기 어려운 무선 라우터의 경우

표현한다.

SSID를 사용한다.
 What

W4 = {𝑤4𝑤ℎ𝑜 , 𝑤4𝑤ℎ𝑎𝑡 , 𝑤4𝑤ℎ𝑒𝑟𝑒 , 𝑤4𝑤ℎ𝑒𝑛 }

주체에 의해 행해진 동작과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때 정보는 센서에 의해 단순히 측정된

(1)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거나

경우와 사용자 입력과 분석을 통해 얻은 2차적 행위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프로세스 이름을 수집해 사용자가 현재 행하고

나아가 응답이 없는 기기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Want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있는 서비스와 정보를 표현한다.
 Where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W4 상황 모델에 Want를
추가한 W5 모델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 상황을

사용자 혹은 기기의 현재 위치를 표현한다.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기에서 측정한 위도, 경도 좌표를 주로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좌표에 해당하는 특정 장소를 표현할
수 있다.

context ∶ W4 + 𝑤𝑤𝑎𝑛𝑡

(2)

 When
사용자의 현재 시간을 의미한다. 어플리케이션은

그림 1은 상황 인지 모델의 개요이다. 기기 𝑑𝐴 의
사용자가 𝑑𝐵 에 요구를 전달했지만 어떤 이유로

실행 시간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시간 정보는
측정된 특정 시간과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특정 시간 동안 실행된

응답이

없을

경우

무응답

기기로

판단하고

플랫폼으로 요구를 전달한다. 시스템은 플랫폼에
등록된 기기들 중 𝑑𝐵 로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 정보는 “Time:start=…, end=…”와 같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나타내 시간 범위를 표현한다.

사용자 환경 내의 다른 기기를 탐색한다. 시스템은
기기 𝑑𝐶 의 사용자를 통해 기기 𝑑𝐵 사용자에게
𝐴𝑤𝑎𝑛𝑡 를 전달한다.

3.2 W5 모델
 Want
현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현재 기기가 사용이 어렵거나
반응이 없을 때 다른 기기나 사용자를 탐색하여
상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자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기의 신뢰성 요소들을 정규화 분석하고 가장
낮은 신뢰성 요소를 사용자가 현재 필요로 하는
요구라 정의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자 기기의
배터리 신뢰도가 다른 요소들 보다 낮다면
“Battery: sending to Yumi about user location”과

그림 1. 상황 인지 모델 개요

같은 형태로 What 상황 정보를 이용해 Wa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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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현

5. 결론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수집한 기기의 상태와 값을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추가한 W5 상황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분석한다. 사용자
환경 내 사물 인터넷 기기들 중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인지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상황
인지 모델에 사용자의 요구인 Want 를 추가하여 상황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위치, 움직임, 서비스 사용 내역

정보를 표현한다. W5 모델은 동일한 데이터 셋을

등 로그를 기록한다. 사용자의 전화, SMS,
어플리케이션 사용, Wifi 등의 로그를 기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른 상황 인지 모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적용도를 보인다. 제안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기기의

이용해 상황 정보를 추출한다.

응답이 없을 때 사용자의 요구를 다른 기기에 전달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위치 정보와 현재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 과련 정보, 센서 값 등을
수집한다. 사용자의 현재 기기를 탐색하고 현재
기기에서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의 ID 를 수집하여
Who 로 지정한다. 다음으로 GPS 에서 수집한 위치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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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Where 로 지정한다. 또한 타임스탬프를
When 으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 내용을 Want 로 분석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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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 인지 모델 간 평균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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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데이터 셋을 사용할 때 가장 유연하고 적용성
높게 정보를 활용하고 사용자의 상황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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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딥러닝 기반의 음악 생성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둔 생성의 경우, 대부분이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이하 RNN)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 데이터를 활용하여, LSTM 레이
어를 사용한 순환신경망(RNN) 모델을 분석하였다. 또
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 데이터 학습을 확장하고자
한다.

2.2. 순환 신경망(RNN) 학습 과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코드로 사전 정의하였으며, 오
디오파일이나 미디파일로 인식하는 학습 또한 준비하
고 있다. 순환 신경망(RNN)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학
습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주제어
음악 생성, 딥러닝, 데이터 학습

1. 서 론
1.1. 관련연구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딥러닝 기반의 음악 생성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마젠타
(Magenta)는 순환 신경망 모델(RNN)을 사용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현재 80초짜리 피아노 연주곡을 발표
하였다. 그 밖에도 딥 재즈(Deep Jazz) 프로젝트,
GRUV 등 많은 음악 생성 프로젝트에서 순환 신경망
모델(RNN)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1. 학습 데이터(저자 작곡)

1.2. 연구 목적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모델과 순환 신
경망(RNN) 모델의 데이터 학습 결과를 비교하여, 많
은 음악 생성 프로젝트들이 왜 순환 신경망(RNN) 모
델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2. 학습 순서도

2.3. 순환 신경망(RNN) 모델 구성
순환 신경망(RNN)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본문
2.1.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RNN) 모델은 순차적인 정보가 담긴 데이
터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인식, 문자열 생성 등에 많이 쓰이며
간단한 레이어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
다.
순환 신경망(RNN) 레이어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LSTM(Long Short-Term Memory)
레이어를 사용하였다. LSTM은 순환 신경망(RNN)의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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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결과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모델을 사용했
을 때, 데이터 학습의 정확도(Accuracy)는 95.45%를
보였고, 순환 신경망(RNN)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데
이터 학습의 정확도(Accuracy)는 100.00%을 보였다.

앞으로 순환 신경망(RNN) 모델을 이용하여, 더 많은
양의 음악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기존에 있는 순환 신경망(RNN) 모델 기반의 음악 생
성 프로젝트들과 견주어지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다음은 두 모델의 학습 손실값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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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층 퍼셉트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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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등 전방 추돌 보다는, 차선을 침범하거나 다가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측면 추돌 사고에 더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미러리스
자동차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미러리스(Mirrorless)

많은 영향을 끼친다[3]. 따라서 운전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CMS
디스플레이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여러

자동차는 기존 사이드 미러를 대신해 그 위치에
영상촬영 카메라를 부착한 자동차이다. 이 카메라로
촬영된 외부 영상은 차내에 있는 CMS(Camera
Monitoring

System)

디스플레이로

자동차 회사들이 제안한 CMS 디스플레이의 실내
위치는 매우 다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

운전자에게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자동차 실내에 배치 가능한
대표적인 위치들에 대해 CMS 디스플레이의 사용성

보여진다. CMS 디스플레이는 사이드 미러의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및 안전성을 비교하였다.

편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CMS

표 1 CMS 디스플레이를 배치 가능한 자동차 실내 위치

디스플레이를 배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MS의
배치 가능한 위치인 기존 사이드미러 근처, 룸미러
내부, 대시보드 위에 대해 가장 적합한 위치를

위치 대안

평가하는 운전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CMS 디스플레이 속 자극의 인식 정확도에서는

예

사이드
(SM)

룸미러 위치가 가장 좋았으나 주관적 만족도에

룸미러
(RM)

대시보드
(DB)

d

있어서는 대시보드 위치가 가장 좋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동차 제조사가 미러리스 자동차 제작

위치양립성

HIGH

LOW

MID

시 CMS의 위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간 근접성

LOW

HIGH

HIGH

주제어

디스플레이
개수

2

1

1

카메라 수

2

3

2

미러리스 자동차,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근접성

1. 서 론

2. CMS 디스플레이의 가능한 위치

최근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미러리스 자동차가

기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실내에 배치 가능한

등장했다. 미러리스 자동차는 기존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그 위치에 외부 영상촬영용 카메라를 부착해

CMS 디스플레이의 위치는 표 1 과 같았다. 첫째,
2014 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미러리스 자동차인
폭스바겐 XL1 과 동일하게 기존 차량의 사이드 미러

실내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가 외부

위치에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CMS(Camera Monitoring System)라고 부른다[1].

근접하게

CMS

디스플레이를

두는

것이다(Side Mirror: 이하 SM). 이 위치는 기존 미러
자동차에서와 동일한 위치이므로 운전자들의 추가

CMS 디스플레이는 운전 중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학습 노력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둘째, BMW 의

하는 사이드 미러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운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 특히,

i8 미러리스 컨셉처럼 룸미러 위치에 CMS
디스플레이를 두는 것이다(Room Mirror: 이하 RM).

CMS 디스플레이 위치는 전방 부주의,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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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동차의 좌, 우, 후방 영상을 자연스럽게
연결된 하나의 영상으로 조합하여 화면에 보여줄 수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버튼을 두었는데, 이는
실험참여자가 CMS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자극에

있어 운전자는 차량의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반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있다. 셋째, 표 1 의 대시보드 그림과 같이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에 CMS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것이다(Dash Board: 이하 DB). 이 위치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전방을 주시하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실험

그림 2 스마트폰 CMS 디스플레이 내 자극과 타겟 (좌: 자
극이 타겟을 벗어난 경우, 우: 자극이 타겟에 못 미친 경우)

3.1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CMS
디스플레이 위치에 대해 운전 태스크 수행 동안의

3.4 실험 태스크
실험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CMS 디스플레이의 인식률, 운전 태스크의 완료시간,

실험참여자는 TV 속 화면을 보면서 운전 태스크를
수행했다(주 태스크). 게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전 안전성, 주관적인 만족도 등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 위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황 변수(예. 교통신호, 주행 중 자동차 수 등)의

3.2 실험 참여자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운전 장소는 고속도로로
지정하였다. 운전 중에 좌/우 CMS 디스플레이에는
그림 2 와 같은 자극과 타겟이 임의의 순간에

실험에는 운전 게임을 해본 경험이 없는 남녀 24 명이
참여하였다(남성: 15 명, 여성: 9 명, 평균 연령:
24.08 세, 평균 키: 169.7cm). 실험 참여자 중 18 명은

나타나는데 실험참여자들은 자극(빨간 원)의 크기가
타겟(점선 원)에 가장 가까워진 순간에 핸들 위 좌/우
버튼을 가급적 빨리 눌러 반응하도록 요구되었다(부

운전면허가 있었으며, 나머지 6 명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태스크). 실험참여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3.3 실험 시스템

빨간 원은 사라지며 다음 자극이 임의의 시간에 다시
나타난다. CMS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빨간 원은

실험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운전 시뮬레이션에는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형상화한

유로트럭 2 게임, 42 인치 TV(삼성 UN43K5210BF),
자동차 게임용 핸들 및 브레이크 엑셀(로지텍 G27)이

자극이며,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서 제일 먼
경우에도 충분히 보일 정도로 크게 디자인하였다.

활용되었다. 그림 1 과 같이 실제 자동차와 유사한

빨간 원 자극은 작은 크기로 나타나 점점 커지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험 장비들의 배치는 가장 큰
승용차인 Genesis EQ900 을 기준으로 설계 및 제작

설정하였으며, 운전 태스크 수행 중 총 10 개(좌우 총
20 개)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각 자극 간 시간 간격은

하였다.

25~30 초 사이로 임의 설정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자동차의 속도와 거리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빨간 원의 커지는 속도와 초기 크기는 세 가지로
다양화하였다.

43CM
100CM

태스크 수행 동안, 자극-타겟 사이의 거리 값(mm)과
운전 태스크의 완료시간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40CM

기록되었다. 만약 실험 참여자가 버튼을 자극이
사라질 동안 누르지 못했다면 실패로 기록하였다.
또한 다른 자동차 혹은 도로요소와의 충돌 횟수와

그림 1 실험 시스템 및 환경 (본 이미지는 SM 조건에서 실
험 수행 중인 장면이며, TV 의 좌측 및 우측 아래 쪽에
CMS 디스플레이가 있음)

차선 이탈 횟수를 실험 진행자가 육안으로 게임
화면을 보면서 수기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운전
태스크가 끝날 때마다 실험 참여자는 시선 이동 정도,

사이드 미러를 모사한 CMS 디스플레이로는 5.5 인치

좌우 디스플레이간 시선 간섭 정도, 그리고 주관적

스마트폰 2 개(LUNA TG-L800S)를 활용하였다.

만족도를 7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핸들의 좌측과 우측에는 각각 좌측과 우측의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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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 계획 및 절차
실험
크기(3

인자는
수준),

자극의

속도(3

그리고

CMS

수준),

0.05). 또한 충돌 횟수에서도 SM, DB, RM 위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p=0.194 > 0.05).

자극의

그러나 차선이탈횟수에서는 CMS 디스플레이 위치

디스플레이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SM > DB > RM
순서로 차선이탈횟수가 많았다(p=0.022 < 0.05).

위치(3 수준)였다. CMS 디스플레이 위치의 수준은
앞서 2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이드(SM),

한편,

룸미러(RM), 대시보드(DB) 였다. 그림 3 은 본
실험참여자는 실험 안내서를 읽은 후, 지정된 운전

디스플레이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2 < 0.05). 즉, 대시보드

보면서

위치에 CMS 디스플레이가 있을 때 만족도는 가장

운전연습을 하였다. 운전 연습 중 10mm 이하인

높았다.

자극-타겟 거리 값이 좌우 통틀어 10 개 이하가 될 때
본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표 2 좌측 CMS 의 자극-타겟 거리 값 분산분석

실험참여자들은 세 수준의 CMS 디스플레이 위치에

인자

DF

대해 운전 태스크를 모두 수행하였다(Withinsubject). CMS 디스플레이 위치의 실험 순서는

크기
속도

24 명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서로
다르게

하였다.

각

위치의

실험이

CMS

SM 위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p=0.000 <
0.05). 만족도에 있어서는 DM > RM > SM 순으로

중에는 안전(충돌 횟수, 차선이탈횟수)에 주의해야
함을 실험참여자에게 주의시켰다. 그후 실험참여자는
CMS

위에

정도에 있어서는 기존 사이드 미러 위치에 가까운

경로에 익숙해 질 때까지 연습을 수행했다. 게임 운전

위치의

대시보드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이 시선 이동이 가장 적다고
평가하였다 (p=0.001 < 0.05). 좌우 CMS 간 간섭

연구의 실험 환경 속에서 사용된 각 위치를 보여준다.

지정된

실험참여자들은

끝나면

실험참여자는 3 분의 쉬는 시간을 가졌다.

Adj SS

Adj MS

F-값

P-값

2

552.0

276.0

2.61

0.074

2

1868.4

934.2

8.85

0.000

위치

2

2704.7

1352.4

12.81

0.000

크기×위치

4

619.0

154.8

1.47

0.211

1.84

0.119

속도×위치

4

777.3

194.3

오차

705

74453.3

105.6

그림 3 CMS 디스플레이 위치 (좌측부터 SM, RM, DB)

4. 실험 결과
표 2 의 결과를 보면, 좌측 CMS 디스플레이의 자극타겟 거리 값은 자극의 속도와 CMS 디스플레이의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자극의
속도가 빠를수록 거리 값은 커졌으며, RM 의
위치에서 자극-타겟 거리 값이 가장 작았다(그림 4).
비슷하게 우측 CMS 디스플레이의 자극-타겟 거리

그림 4 좌측 CMS 의 자극-타겟 거리 값 (그래프 속
알파벳은 Turkey 분석의 결과임)

값도 자극 속도와 CMS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표 3). 그림 5 에서 보여주듯이 RM
위치에서 거리 값이 가장 작았다. 한편, 우측 CMS

표 3 우측 CMS 의 자극-타겟 거리 값 분산분석

디스플레이에서는 속도와 위치 간 교호작용도
유의하였다. CMS 디스플레이 위치 간의 자극 인식

인자

DF

Adj SS

Adj MS

F-값

P-값

성공률도 RM > SM > DB 순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크기

2

636.0

317.98

2.89

0.056

존재하였다(p=0.017 < 0.05). 좌측과 우측 CMS
디스플레이 사이의 거리 값을 비교해보면 좌측의

속도

2

6906.9

3453.45

31.38

0.000

위치

2

1877.2

938.58

8.53

0.000

속도×위치

4

1296.7

324.17

2.95

0.020

오차

709

78016.3

110.04

거리 값이 특히 작게 나왔다.
운전 태스크의 완료 시간에는 CMS 디스플레이 위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p=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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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주 태스크인
운전 상황보다 오히려 부 태스크인 CMS
디스플레이에 더 집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룸미러
위치의 경우 실제로는 후방 상황도 보여줘야 하나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시스템에서는 좌/우 측면 상황만
보여주었다. 좌/우 CMS 디스플레이 사이에 후방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면 정보 간 간섭으로 인해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빨간색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했음에도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크기가
그림 5 우측 CMS 의 자극-타겟 거리 값

충분히 크지 않아서 실험참여자에게 잘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시선에서
멀수록 자극이 잘 보이지 않아 반응이 느리거나

5. 결론
본

연구는

미러리스

자동차를

위한

CMS

반응에

디스플레이의 가능한 위치 세 곳(룸미러, 대시보드,

실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결론을 제시해주기에는 충분하다: 기존 운전자들의

사이드미러)에 대해 운전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운전 안전성과 만족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운전 경험과 일관되게 CMS 디스플레이를 기존의
사이드 미러 위치에 두는 것보다는 좌/우 측면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근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더

실험 결과, 태스크 완료시간과 충돌 횟수는 CMS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자극-타겟 거리
값, 인식성공률, 그리고 차선이탈횟수에 있어서는

낫다. 이러한 결론은 미러리스 자동차의 제조사가

룸미러 위치가 CMS 디스플레이의 위치로 가장

CMS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좋았다. 이는 룸미러 위치에서는 좌와 우 CMS
디스플레이가 서로 근접해 있으므로 왼쪽과 오른쪽의

것이다.

사사의 글

측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대시보드 위치도 그
결과가 좋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대시보드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CK-Ⅱ21 세기

위치는 만족도나 시선이동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었다.

좋았으나 차선이탈횟수와 자극-타겟 거리 값에서는
룸미러 보다는 못하였다. 특히 대시보드 위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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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요약문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최근 신기성 욕구를 충족하려는 방법으로 ‘즉흥

발달에 따라 자동차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행’이 현대인의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공유경제와

대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2]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이

다양한 서비스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율 주행과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의 신기성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의

간의 인터랙션 구체화에 집중할 뿐 공유형 자율 주행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즉흥

차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는

여행에 대한 니즈를 도출하고, 멘탈모델 기법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용하여 신기성 욕구에 따른 사용자 유형별 여행 행동

즉흥 여행을 통해서 표출되는 신기성 욕구를 충족시킬

패턴을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총 7 개의 사용자 니즈를

수 있는 공유형 자율주행 서비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통해 도출된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의 컨셉 및

사용자 조사를 기반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것을 목표로 한다.

주제어

2. 사용자 인터뷰

자율주행, 공유형 자율주행자동차, 여행, 신기성

2.1 인터뷰 목적과 대상

1. 서론

신기성 욕구가 높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즉흥 여행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파악하고, 여행 과정별 나타나는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인

신기성이란 계속 반복되는 자극으로부터 지루함과

행동을

수집하기

위해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익숙함, 친숙함과 대비되는 새로운 자극의 느낌을
말한다[1]. 신기성 욕구는 새롭고 신기하며 다양한

인터뷰 대상자는 무계획여행이나 즉흥 여행 경험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써 관광의 주요한 동기가

있는 2-30 대 총 8 명을 선정하였으며, 즉흥 여행 및

되며, 관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무계획 여행 경험의 빈도에 따라 신기성 욕구의 정도를

다루어지고

판단하여 적극적 사용자 - 일반 사용자 - 잠재적

충족시키려는

있다[1].

최근에는

방법으로

신기성

즉흥적이고

욕구를

무계획적인

사용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

여행을 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2017 년 9 월 제주항공에서 기내에 탑승한 552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2%가 '항공사나 여행사의 할인 프로모션
등이 있거나, 떠나고 싶을 때 계획 없이 항공권을
구매한다 응답했다. [1] 일정한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정해놓고 여행 계획을 짜는 과거의 여행 패턴이 점차

그림 1 사용자 유형 분류 및 인터뷰 대상

돌발적인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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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2 분석 방법 및 결과
인터뷰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정보를

즉흥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다.

통해

짧은 여행 시간 동안의 경험에 집중을 위해 사진 촬영,
SNS 업로드 등의 기록 행동은 자제한다.

분류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무계획적
행동으로

목적지 선정 방식, 2) 즉흥성으로 인한 흥미, 3)
무계획적 행동으로 인한 한계 3 가지 카테고리를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탐색하지 않아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인한 한계

중심으로 총 8 개의 발견점을 도출하였다(표 1).

여행 중 즉흥적으로 코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행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

목적지 선정 방식은 사용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목적지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3. 멘탈모델

즉흥 여행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는
여행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접한 여행

인터뷰 분석 결과, 앞서 신기성 욕구 정도에 따라

정보로 인해 발생한 무의식적인 니즈가 목적지를

분류한 사용자 유형별로 목적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선정하는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U3 은

여행 과정별로 나타나는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TV 프로그램이나 서적을 보다가 우연히 관심이 생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용자들은 여행 전 목적지를

곳들을 기억해두었다가 목적지를 선택 한다고 했으며,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거리, 소요시간 등 반드시

스마트폰을 통해 의도적으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 최소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탐색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사용자 유형 별로 각각 다른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즉흥 여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용자

즉흥성으로 인한 흥미는 무계획적인 행동으로 인해

유형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오락적인 요소이다. 8 명 중

행동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멘탈모델(Mental models)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5 명의 사용자는 목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것은 오히려 기대와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멘탈모델은

U3 과 U4 는 즉흥 여행의 장점에 대하여 ‘기대하지

방법으로, 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능을

않았던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신선함’, ‘선입견 없이,

설계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3]. 본 연구에서는

백지 상태로 여행을 하면서 머리 속에 모든 것을 집어

인터뷰를 통해 즉흥 여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각각 언급하였다.

수집하고, 앞서 분류한 3 개의 사용자 유형이 보이는

신기성 욕구가 가장 높은 적극적 사용자는 동행자와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하여 돌발 상황이나 동행자와의

대화를 하다가 즉흥적으로 여행을 결심하거나, 바다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명의

산 등 특정한 풍경이 갑자기 보고 싶어 즉시 떠나는 등

사용자는 날씨, 관광 명소의 휴무일, 숙소와 같이

사전에 목적지에 대한 정보 탐색이 전혀 없는

사전에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것에 변수가 생겨 불편함이

무계획적인 행동을 보였다.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U4 는 그런 단점이 오히려

일반 사용자는 적극적 사용자와 유사하게 무계획적인

즉흥 여행만의 흥미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행동 패턴을 보였으나, 사전에 SNS 나 TV 프로그램

표 1.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

평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틈틈이 수집해 둔 여행

방식

정보가 목적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

시각화는

3.1 여행 전 목적지 탐색(그림 2)

내용이다. 사용자는 신기성 욕구로 인해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여행하는 것을 즐기지만, 한편으로는

목적지 선정

행동을

도출하였다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내용

사람들의

행동에 ‘X’ 표시를 하여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무계획적 행동으로 인한 한계는 사전에 목적지에 대한

카테고리

특정한

등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성 욕구가 가장 적은 잠재적 사용자는 여행지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고 싶은 목적지
후보를 여러 곳 선정해 놓는 등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약이나 업무 스케줄을 고려하여 목적지를

다소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다.

선정한다.
일상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에 의해
목적지가 결정된다.
즉흥성으로
인한 흥미

목적지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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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용자의

신기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2 서비스 아이디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과

멘탈모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총 7 개의 니즈를 선별하고, 각 니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특히

멘탈모델을 통해 도출된 3 개의 사용자 유형별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자신의 신기성 욕구에 따라 ‘레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레벨 별로 목적지 및 여행 코스에
대한 힌트를 다르게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핵심

그림 2 사용자 유형별 멘탈모델 – 여행 전 목적지 탐색

아이디어로 적용하였다(표 2).
표 2. 서비스 아이디어

3.2 여행 전 목적지 선택(그림 3)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사용자와 잠재적
사용자는 적극적 사용자와 비교하면 분위기, 개인의

니즈

아이디어

여행을 떠나기 전
현실적인 제약을

스케줄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즉흥 여행을
제안해준다.

충분히

취향, 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남아있는 업무에 대해

고려해주어야

나타났다. 적극적 사용자는 특정한 목적지를 정하지

조언해준다.

한다.

않고 무작정 출발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이후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목적지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자의 스마트기기와 연동되어 관심있는
컨텐츠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행

발생하는

목적지를 선정한다.

여행

욕구를

3 개의 유형이 모두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는데, 편도
소요시간을 고려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고려하여

파악해주어야
한다.

목적지를

즉흥

여행의

자율주행차가 사용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특성을

반영한

않고 여행지로 이동시켜준다.

선정하는

행동은

공통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해야 한다.

필수 기능으로 반영하였다.

신기성
따라

목적지로 가는 도중 둘러 볼만한 경유지를
즉흥적으로 제안하고, 선택하면 자율주행차가
즉시 경유지로 이동한다.

욕구에
목적지

및

여행 정보의 양을
다르게 제공해야

자신의 신기성 욕구에 맞게 레벨을 선택하고,
목적지 및 여행 코스에 대한 힌트의 양을
레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얻을 수 있다.

한다.
무계획으로
사용자가
탐색하지
정보를

그림 3 사용자 유형별 멘탈모델 – 여행 전 목적지 선택

4. 논의 및 디자인 제안
4.1 서비스 컨셉
발상

과정을

통해

‘알

수

제공해야

여행 중 사용자의 이동경로와 반경에 따라
주변 명소와 볼거리를 추천한다.

기록보다는 경험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용자의 시선이 머물거나 심박수가 반응한
순간을 자동으로 촬영해준다.

동행자와의

친구들의 스케줄을 연동하여

일정
의견을

조율해주어야
한다.

없는

여행 중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파악하여
적절한 장소를 추천해준다.

한다.

및

인터뷰 및 멘탈모델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어,
아이디어

인해
사전에
못한

즉흥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적합한 동행자를 찾아준다.
동행자의 취향을 함께 고려하여 여행 코스를
선정한다.

목적지(Unknown Destination)’를 서비스 컨셉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사용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여행지로 이동시켜준다는 컨셉으로,
사용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추측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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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비스 시나리오 제안

도착

목적지에 도착 후, 음성 A.I 가 도착했다는 안내를
해준다.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앞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신기성 욕구와 즉흥

드라마의 촬영 장소라는 것을 알려준다. 차에서
내리니, 눈앞에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다.

여행에 대한 니즈가 높은 직장인 퍼소나를 중심으로
미래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표 3).

13

표 3. 서비스 시나리오

1

14

기능

시나리오

알림

“K 님, 이번 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15

스마트폰에 알림이 뜬다. K 씨 의 스케줄을

스마트폰

자율주행차에서 내리자,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연동

즉시 연동되어 A.I 가 계속 안내를 해준다.

신체

K 씨의 신체적 데이터를 감지하여, 피곤함이

데이터
파악

느껴지는 경우 주변의 잠시 쉴 수 있는 카페나
휴식처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다음 코스

첫번째 코스를 다 즐긴 후,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이동

위해 A.I 의 도움을 받는다. A.I 가 K 씨와
동행자의 취향을 적절히 고려한 후, 다음 코스에
대한 힌트를 준다.

파악하고 있던 A.I 가 주말에 시간이 비는 것을
파악한 후, 일탈 여행을 제안한다.
2

실시간

K 씨와 비슷한 직장인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형

영상

자율주행차를 통해 여행을 하고있는 영상을 볼

16

다음 코스

‘바다의 보석’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들어

선택

선택한

수 있다. 영상을 보니 자신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 떠나기' 버튼을 누른다.
3

날짜

및

17

K 씨가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 있는 것을

출발시간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번주 금요일 밤에

선택

즉흥 여행을 떠나는 것을 제안한다. K 씨는

여행

스케줄
조언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남은
처리하고

가는

것이

차량 호출

금요일 퇴근 후, 회사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데리러 온다.

6

레벨 선택

자율주행차의 CID 를 통해 즉흥 여행의 레벨을

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동안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면서 의미 있는 장소나 순간들을 자동으로

리마인딩

기록한 사진과 영상을 CID 에 보여주며 여행을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여행자의 신기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즉흥
여행에서 발생하는 니즈를 도출하였고, 멘탈모델

선택한다. A.I 가 평소 K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의 신기성 욕구에 따라 즉흥 여행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신기성 욕구가 높은
것을 파악하고, 레벨 3 을 추천 해준다. 평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여행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차이를 3 가지 유형으로

선호하던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총 7 개 범주의 사용자 니즈에

이윤주씨는 안내를 들은 후 레벨 3 를 선택한다.

9

분

5. 결론

어떻겠냐고

5

8

5

리마인딩 시켜준다.

조언해준다.

목적지
검색

호출한다.

K 씨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A.I 가 더욱
업무를

7

차량을

귀가,

일정이 마음에 들어 제안을 받아들인다.
4

후

자율주행차가 K 씨의 위치를 파악한 후 데리러
온다.

기반하여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목적지에 대한 니즈를 키워드로 입력 한다. 평소
‘바다’를 보고 싶어했던 K 씨의 무의식적인

미래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욕구를 파악하여, A.I 가 ‘바다’라는 키워드를

전문가의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먼저 제시해준다.

구체적인 화면 UI 를 설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소요시간

원하는 소요시간을 2 시간으로 설정한다. A.I 가

설정

현재 위치로부터 2 시간 이내 거리의 목적지를
필터링한다.

것이다.

목적지

평소 K 씨가 무심코 보았던 여행 정보나

선택

컨텐츠들을 통해 취향을 파악하고, 목적지
후보를 알아서 선정한다. 목적지는 신기성이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17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7R1C1B5018268).

높은 레벨 3 에 맞게, 단지 추상적인 키워드로만
힌트를 준다. K 씨는 ‘도깨비’라는 힌트에

10

출발

호기심이 생겨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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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원 서비스는
아직은 열악한 편이다(의협신문 2015.9.4). 특히 관

요약문

주도의 공공 서비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인
탁상공론, 행정편의 위주,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본 연구는 국내 의료취약계층 중 북한이탈주민
환자들의 진료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의사-북한이탈주민 환자 간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설계로 인해 수요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의료 지원모델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탈북민과 의료인에게 여러

한다.

불편함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주제어

1.2 연구의 목적

북한이탈주민, 의료취약계층, 헬스커뮤니케이션,

탈북민의 의료지원시스템 개선연구를 통해 수요자

의료서비스디자인

중심적,

실체적,

지속

가능한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모형의 개발과 보급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디자인

서비스의

각

프로세스와

이해관계자의

방법론을
공감을

통해

끌어내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연구를

탈북민에겐 아직 높은 장벽인 의료지원 시스템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적인

2014

년

통하여 개발된 모형을 여러 병원에 적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거점병원을 확대하는 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정착하면서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의료지원을
뽑았다. 하지만 실제 많은 탈북민은 남한 사회에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보건의료 체제에

2. 이론적 배경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2.1 ‘의료취약계층’의 개념 및 구성

있다.

흔히 의료취약대상자라고 하면 경제적 약자인

탈북민이 의료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할 필요성:
‘하나원’

등

여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지원

물론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보건의료에 대한

단체에서 탈북민의 의료지원에 관련한 제도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대상자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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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답한 경우는 21.9%였으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암 생존자,

43.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말기 환자, 장애인 등은 의료상인 수요는 매우

박영희(2001)의

높으나 아직 이들을 위한 보건 의료 지원체계가

도피와 불안전한 생활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정립되지

악화되어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않아

이들

공공보건의료

또한

의료상의

취약대

경우

있으며,
사례보고를

탈북자들이

음주가

오랜

가정생활에

하였다.

또한

기간의
방해가

상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된다는

신체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 탈북자 등은 새로운

소화기 장애, 치아결손, 성장발육 장애, 신체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외상 등 저하된 건강 상태를 경 험함을 대략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밝힌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이소래(1997)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않다고 지각한 탈북자들은 건강하다고 지각한

연구가

존재한다(윤여상,
연구에서는

자신

이

2003).
건강하지

의료 - 사회적 취약대 상자는 보건의료에 대한

탈북자들에 비해 더 낮은 문화 적응스트레스를

수요는 높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미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충족된 보건의료 수요가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

신체적 건강은 여러 차 원에서의 증진 노력이

다. (박상민, 2009)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특히

2.2 ‘의료취약계층환자’와 의사 간의 진료

이주

초기에

이민자나

난민들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중요성이 강 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Cookson,

진료 시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차적인

Waldman et al., 1998). 탈북자들의 건강상태에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많은 질병은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신체적 이상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성차, 연령, 거주기간 및

요소의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질병과 질병

세대,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원인의 발견은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동화 수준과 방식, 사 회적 지지, 실업, 소득 및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사회경제적 적응 수준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어 및 문화적 차이가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에서는 불충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하여
질병치료를 여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2.4 국내 탈북민의 의료시스템 접근성 현황

환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도

전체 탈북민 응답자 중 44.5%인 89 명은 최근 1 년

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

동안 본인이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하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못함으로써 의사는 질병의 발견과 치료에 필요한

2013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2013)에 의하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확한

병의원 연간미치료율(만 19 세이상, 표준화)은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2013 년 남자 9.1%, 여자 15.0%로, 2009 년 이후
감소경향이어서, 일반 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미충족 의료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충족

2.3 국내 탈북민의 건강상태 현황

의료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무응답자 1 명을

국내 탈북자 건강 및 의료(윤인진 외 1 ,2005)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제외한 북한이탈주민 88 명 중 47.7%가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응답하였다.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이 주제만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들에서

또한, 본 연구의 자문위(탈북민에 관한 선행연구 및

단편적으로 탈북자들의 건강상태를 다루고 있음을

관련 종사자)를 인터뷰한 결과, 10 명 중 8 명 이상

알

과반수가 탈북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실증적
수

연구는
있다.

많지
이금순

않고

몇몇

외(2003)의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실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경제적

위해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환자-의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주관적 건강의식에 의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

거론하였다. 자문위 A 의 경우, 탈북연차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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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환자일수록 의사의 의료전문용어 및
외래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로 인해 진단
후에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문위 B 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전반적으로 남한 의료시설에는
만족하지만 진료시 의사와의 언어 소통 및 문화적
차원(남북한

의료지원체계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 C 의 경우,
탈북민의 사투리, 억양 등 다소 센 의사소통

그림 1.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Double Diamond 출처:

방식으로 인한 남한의사와의 오해 및 말다툼에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

대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3. 2 의료지원서비스 세부 추진절차

3. 연구 방법론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의 4 단계에서 각각
추진하게 될 과업(task)는 다음과 같다.

3.1 연구모형
더블 다이아몬드 (Double Diamond)

a. 발견 (Discover)

서비스 디자인의 표준적 디자인 프로세스

a-1) 배경 조사 (background study):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데스크 리서치 등으로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의 현황, 법규, 정책 및 제도 이해

본 연구는 기존의 관 주도의 의료서비스 지원

a-2)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

방법론에

이해관계자

연구:

사용자

조사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니즈와 맥락(context)을 수집

맞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a-3) 인터뷰: 탈북민 환자 인터뷰 최소 50 명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영혁신 분야에서 최근에

(서울의료원 이용자, 타병원 이용자, 기타)

각광받는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과 서비스

의료인 대상 인터뷰 최소 25 명 (서울의료원 소속

디자인의 표준 프로세스인 더블 다이아몬드 기법을

의사 및 간호사. 타병원 소속 의료인)

도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단계의 주요 목표를

탈북 출신 의료인 대상 인터뷰 약 2-5 명 (의사,

설정하였다.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발견 (Discover): 병의원 내 북한이탈주민 진료

외국인 등 탈북민 이외의 의료 서비스 관점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진료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약자 약 5 명 (외국인 2 명, 고령자 2 명,

선진 사례 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수집
정의

(Define): 과제

기간

안에

개선해야

장애인 1 명)

할

a-4) 현장 관찰(Contextual Inquiry, Service Safari):

의료지원 서비스의 핵심 문제를 선정

법적

발전 (Develop): 핵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허용이

되는

선

안에서

서울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및 진료실 관찰 (최소 10 회)

방안을 발굴

a-5) 일기법: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탈북민 2-

전달 (Deliver): 최종 솔루션을 개발하고 패키지

3 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용 경험을 기록

형태로 일반 모형화 하여 보급

a-6) 이해관계자지도 (stakeholder map) 작성: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예:

탈북민, 의료인, 지원 단체, 공무원, 주변 이웃,
보험사, 약사 등) 및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체계적 시각화
a-7) As-Is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작성: 탈북민의 북한 체류 시절부터 하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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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하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사는 과정에서의

‘소통 증대’에 초점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보건의료에

결과물을 통합하여 타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한

경험의

여정

(journey

of

할 예정이다. 진료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의

experience)을 시각화한 여정지도를 제작

목표는

진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료취약계층과

의사

간의

b. 정의 (Define)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b-1) 문제 목록 작성: 발견 단계로부터 도출된

개선할

여러 문제점을 정리하여 목록화

목적으로

수

있는

기준과

의료인들의

평가

방법의

개발을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와

취약계층 환자와의 관계와 질환의 발견 및 치료에

b-2) 문제 선정: 과제에서 다룰 문제를 우선순위화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한다. 모의 환자를 통한 실습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c. 발전 (Develop)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의료커뮤니케이션

c-1 발상) (Ideation & Brainstorming): 디자인 전문

도구는 Digital Device 혹은 종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안을

Graphic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기획하고자

발굴

한다. 실질적으로 진료시간을 단축시키는 효율성과

c-2) 공동창의 워크숍 2 회 이상 개최: 서비스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디자인의

핵심

맞추고자한다.

참여하여

해결안을

활동인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직접

도구를

공동창의

이용할

추가적으로
수

의료

있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과

같은

디자인(co-creative design)’워크숍을 최소 2 회

보조자료를 함께 구현하여 병의원 관계자들과

개최. 탈북민, 의료인, 병원관계, 지자체 공무원,

환자의 접근도를 높여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지원단체 등 다양한 집단을 초빙하여 반일 또는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전일제로 진행
c-3) 최종 솔루션 정리: 발전 단계에서 나온 다양한

4.2 기대효과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솔루션 개발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c-4) 프로토타입 제작, 평가 및 최종 솔루션 개선:

서비스

최종

디자인에 기반한 공공 정책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해결안에

대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사용성 평가(usability

관

경험의

주도의

향상:

디자인

고질적인

씽킹과

문제인

서비스

탁상공론식,

evaluation) 등의 평가 결과를 솔루션에 반영하여

행정편의위주,

개선

극복하는 것이다. 과제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개발을

공감을 끌어내는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통해 탈북민 환자와 의료인의 만족도를

d. 전달 (Deliver)

높이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d-1) 현장 전개 및 후속 조사: 솔루션 적용 후 실제
상황의 자료를 수집
구체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도구 형태로 일반

d-2)서비스 패키지 제작 및 보급: 솔루션을 일반

모형화

병원에 보급

시켜

전국적으로

확산:

서울의료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나온 서비스 모형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보다 손쉬운 확산을
위해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개발한

솔루션을

타병원에서

맞춤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최종 목적이다.

4.1 진료시 진료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서울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진료

활동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효과: 탈북자

의료

이외의 사회적 소수자에게 확장 적용. 유니버설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디자인 (universal design)은 제품/서비스를 장애,

한다. 특히 사전 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보 전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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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사회 경험 등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2.국내 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2005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3.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정의, 과제, 2009

과제의 결과물 역시 유니버설 디자인적 측면에서

4. 탈북민 보건 의료 이용 현황 및 통일 대비
과제 ,2015

대상자의 확장 적용이란 장점을 보유한다. 즉
탈북민을 대상으로 디자인한

의료지원 서비스는

5.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다문화가정, 외국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과 같은 여러 사회적 약자층에게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손쉽게 맞춤 적용이 가능하다.

6. Immigrand and refugee health, S.Cookson, Johns
Hopkins, 1998
7. The status of health communication: Education

시사의 글

and employment outlook for a growing field,
Brooke Weberling MCKeever, 2014

이 연구는 “통일과 나눔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1.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를 위한일차의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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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한 번 말하는 것 만으로 3 초안에 직관적인 UI 를

요약문
현재 사용 중인 지하철 이정표 시스템은 각 호선의
종착역 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역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그 외에

중간 지점이 목적지인

사람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맞췄다. 이것은 길 찾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전략[2]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동선유도안내 표지판의 형태에
해당함으로써

지하철에서

승강장으로의

동선유도전략의 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람들의
목적지를 탐색하는 절차를 고려하여,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통하여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기존 접근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유도사인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관련 연구
지하철 역사 내, 방향 인지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연구되어 온 바 있다. “지하철역 승강장

방향 인지를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도사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3]에서는 방향 정보가

주제어

담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이정표에 동서남북

음성인식, 키오스크, 직관적 UI, 유도사인

방위 정보를 담은 시스템과 지하철 상/하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시스템 두 가지를 함께 솔루션으로

1. 서 론
현재 대부분의 이정표 시스템은 종착지를 기준으로
정보를

통해 가야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초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간

지점이

목적지인

사람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지하철 이용 시, 역사 내의 갈림길에 도착하면 종착지를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 때문에 중간 지점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서남북 방위에 대한 정보는
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해야하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더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목적지의 방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 방법 역시
무용지물이다. 상/하행에 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길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다양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본 연구는 방향 인지 프로세스를 ‘[목적지 인지] –

있지만, 스마트폰 앱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이정표를

확인]’로 구성하였다. 복잡한 3 차원 공간을 직관적인
2 차원 방향표식으로 UI 를 구성하여[4] 사용자가 원하는

확인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하다.
다른 논문 및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정확한 유도사인의
필요성[1]을 느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소개할 것이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승강장에 도착하기 전, 양갈래 길에 설치될 것이다. 이는

[음성인식] –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

목적지를 말하면 음성인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을 통해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며 작동 버튼 한 차례와 종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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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나리오 구성

화면을 표시할 디스플레이 장치로 49 인치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먼저 인식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목적지 역(station)을 말하면

3. 시나리오
그림 1 은 사용자 예상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지하철 이용객이 자신이 처음 온 지하철 역에서 가야할
방향이 헷갈릴 때, 키오스크 앞에서 ‘목적지역 명’을
말한다. 그리고 최단 경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탑승 해야할 승강장의 방향을 디스플레이에 직관적으로
표시해준다.

현재 역을 기준으로 목적지 역까지 최단 경로를
판단하여, 좌측 승강장으로 가야할지 우측 승강장으로
가야할지 지시해준다. 사용자가 가야할 방향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최단 경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OpenAPI 를 활용하였고, 현재 역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적지 역만 바꾸면서 최단 경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4. 시스템 구성
이 절에서는 본 시스템을 구현한 방법과 핵심 기능을

5. 유저 테스트 평가

소개하고자 한다.
4.1 구현 방법 및 구성 요소
본 연구의 솔루션은 데이터 가공 및 디스플레이 구현
목적으로 Raspberry Pi 3 를 메인보드로 사용하였다.
음성인식을 위해 마이크는 주변 소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였고, 음성 인식
처리는 Google Cloud Platform 의 Speech API 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 된 역(station)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음성 인식이 필요하여,
한국어 유니코드 인코딩 과정을 통해 한국어 음성인식을
제공하였다.

그림 2 페이퍼 프로토타입 실험 환경

각 10 명씩 총 두 번의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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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유저는
남성 5 명(20 대: 2 명, 50 대: 2 명, 70 대: 1 명)과
여성 5 명(20 대:1 명, 40 대: 1 명, 50 대:3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이정표 시스템과 본
시스템의 컨셉에 대한 설문을 한 뒤, 제작한 페이퍼
프로토타입으로 시스템의 이해를 도왔다. 테스트 후
곧바로 사용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도착역은 인천/경기권 지하철 역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낮은 역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페이퍼 키오스크 유저 테스트

40
35
30
25
20
15
10
5
0

35.22

6.16

스마트폰 지도

페이퍼

앱 이용

키오스크 이용
그림 4 실제 프로토타입 실험 화면 Display

사용자가 승강장 방향을 찾는데 걸린 평균 시간(초)

그림
그림 3 페이퍼 프로토타입 설문 조사 결과

4

는

성균관대역에서

진행한

프로토타입화면이다.

실험 결과 사당역이 익숙하지 않았던 유저의 경우 다음

실물 제작된 키오스크 유저 테스트

역과 이전 역에 대한 정보와 종착역(2 호선은 내선순환과
외선순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해당 정보까지

40

파악해야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반면

35

페이퍼로 만든 키오스크는 입력 신호와 지하철 역 음성
신호 인식,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정보 제공이라는

30

간단한 UX 를 통해 빠른 정보제공이 가능했다.

20

이 결과 그림 3 의 표처럼 약 6 배 빠른 방향 인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페이퍼 프로토타입이었기 때문에,

15

네트워크 및 시스템 동작에서 하드웨어의 제약 및 시간

5

지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버헤드를 배제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프로토타입과는 약간의

0

37.8

25

10.63

10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지도

실물 제작된

앱 이용

키오스크 이용

이 후,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 후, 성균관대 역에서
또 다른 10 명의 유저에게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승강장 방향을 찾는데 걸린 평균 시간(초)

남성 5 명(20 대: 4 명, 60 대: 1 명)과 여성 5 명(20 대:

그림 5 실제 프로토타입 설문 조사 결과

3 명, 40 대: 1 명, 50 대: 1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제

실험 결과, 실제 키오스크는 음성인식과 최단 경로
정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네트워크 반응 속도의
오버헤드로 인해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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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그림 5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앱보다
약 3.7 배 빠른 방향 인지가 가능했다. 또한 사용자들은
실제 지하철에 배치가 된다면 10 명 중, 9 명이 사용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17 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S-2017-0117-000)”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6. 결론

참고 문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단순한 UX 를 통해 가야할
방향을 찾는 프로세스와 시간을 단축하였고, 직관적인
UI 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빠르고 간단하게
자신이 타야 할 승강장의 방향으로 동선을 유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방향인지를 확인하여 편의를 증가시킬

1. 교통시설 유도사인에 대한 사례 연구[A case Study
on the Directional Sign of Traffic Facilities]
(최현정, 조원균, 백진경, 2004.10)
2. 여혜진, et al. "길찾기 좋은 서울 (Legible Seoul) 을
위한
전략-지하철역
길찾기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서울메트로 측과 함께 실제 테스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한층 더 높은 인터랙션을 제공하기 위해 키를 인식하여
눈높이에 맞는 화살표를 디스플레이에 보여줄 예정이다.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1.22 (2011): 1-197.
3. 이석희, et al. "지하철역 승강장 유도 사인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2013): 11521155.

또한, 해당 역에서 방향대로 따라간 이후, 환승 및 지하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시스템을

4. 효과적 방향인지를 위한 유도사인에 관한 연구 :
3차원 공간에서의 2차원적 방향표식을 중심으로

예정이다.

Effective directional signs for the clear cognition of
directions - 2-D expression of directional signs in
3-D spaces (심은미, 백진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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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요약문
소득 •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운데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차별성이 요구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 다문화학교를 적용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4 학년부터

적용기관 및 수혜자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9 학년까지 학생을 수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점을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우리가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 대상자의 수준과 환경에 따른

과학예술형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중 시각, 청각,

프로그램으로

공감각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적용기관 및 수혜 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기대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으로 질적 개선하였다.또한 개발 프로그램은

2. 본문

프로그램을

•

보완하였다.프로그램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수혜 대상자의 개인별 한국어 구사 능력 격차를
줄이고, 한글 교육을 위해 국어 교과과목 요소를
연계하여

수정

2.1 프로그램 적용기관 및 수혜자 분석

재구성하였다.개발한

프로그램 적용기관은 M 다문화학교는 1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약 290 명의 학생수가 있으며,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설문 요소는 융합,이해,참여,흥미 4 가지

5 학년, 중학교 4 학년, 고등학교 3 학년으로 학급별 한

요소를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본

개 반으로 구성된다.

연구는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는

활용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그

나라의

교육제도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제도에

유치원(2

세~5

의한

것이며,

세),

초

주제어

•중학교(6 세~14 세), 고등학교(15 세~17 세), 대학교
및 기술학교(18 세 이상)로 이루어진다. 그 중 초 •

융합인재교육, 과학예술융합형, 다문화, 사회적 배려

중학교 교육 학제는 12 년제로 2008 년 9 월 1 일부터

1. 서 론

실시되고 있다.
학년에 따라 별도의 학교로
나누어지지 않고, 학년만 1 학년에서 12 학년으로

1.1 연구 목적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정 역시 한국과는 다르게
파악되며 교과과목도 일부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
한국에서의 실과과목이 없으며, 기술 교과과목을

소득 •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부모 가정, 저 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미술 교과과목으로 인식한다. 음악과목은 한국의
교육과정 보다 낮은 수준이며, 외국 현지에서는 음악
수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남을 학교 교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의 • 융합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인재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학교 특성상 학생 개인별
한국어 구사 능력의 수준 격차가 나타난다. 교사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어로도 수업이 가능하나 통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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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율과 수요가 높지 않아 이러한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적
용

수혜 대상자는 학습 능력과 한국어 구사 능력이

대
상

학년별,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할 시 교사 또는 학생들의 통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혜 대상자는 한국어 구사

초
등

초
등

초
등

초
등

초
등

초
등

56

56

56

56

56

56

학
년

학
년

학
년

학
년

학
년

학
년

능력과 소통에 원활할 수 있고,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4 학년부터 9 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선정한다.이러한 교육 제도 및 환경에 따른 수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으로 볼 수

음
악
의
감

프
로
그

있다.
2.2 프로그램 주제 선정

정
과
표
현

램
주
제

프로그램의 주제는 시각과 청각을 배경으로 한
과학적 원리와 공감각으로 예술과 연계하여 수학,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음악, 미술, 기술 등 다양한

음
악
의
셈
여
림

교과과목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빛,
채
광
에
따

색,
밝
기
에
따

숫
자
색
과
모

른
색
의
변
화

른
색
과
밝
기

양
으
로
보
다

모
양
소
리
가
되
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각과 청각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공감각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중

중

학

학

교

교

비

아

율
을
이
용
한

트
모
빌
을

조
형
의
균
형

활
용
한
융
합

조
성

교
육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다.

2.4 개발 프로그램 내용
개발 프로그램은 위의 표 1 에서 개발한 기존

2.3 기존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용 대상자의 수준과 환경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한 프로그램 중 시각과 청각,

맞게 수정 • 보완한다. 기존 프로그램은 1 차시 또는
2 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공감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컴퓨터,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적용하였을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은 기존

나타나 탄력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난이도를 상•하향 조절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년도와 적용대상, 프로그램 주제를
정리한 표이다. 적용대상이 초등학교 5-6 학년으로

학교의 특성상 한국 학교의 2015 교육과정과 일치

가장 많으며,중학교 프로그램은 미술 2 차시와

또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적용학교의
4 학년과 5 학년의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 3-4 학년,

음악미술 7 차시 총 2 개 차시로 나타난다.기존
프로그램은 각각 1 차시 구성으로 되었으며,

초등학교

2016 년도 개발된 프로그램은 공감각을 주제로
2 개의 차시가 하나의 구성으로 개발되었다.
표 1. 기존 프로그램 내용 요소

차
시

개
발
년
도

음

음

미

미

악
3
차
시

악
4
차
시

술
3
차
시

술
4
차
시

5-6

학년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5 학년의 경우 한글
교육을 위해 국어 교과과목의 문법 요소를
첨부하였다.

1-

5-

2
차
시

6
차
시

미
술
2
차
시

음
악

적용 기관에 맞게 프로그램은 학급별 4-5 학년, 67 학년, 8-9 학년으로 분류하여 각각 5 차시씩 총

미
술
7
차
시

15 차시로 개발하였다. 표 2 는 적용 대상에 따라
STEAM 요소와 과목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
차시별 주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정리한 표이다.
표 2. 프로그램 내용 요소

20
12

20
12

20
12

20
12

20
16

20
16

20
12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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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4-5 학년

6-7 학년

8-9 학년

대상

(5 차시)

(5 차시)

(5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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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
AM

과학(S)
기술(T)

요소

예술(A)

과목
요소

기술(T)
예술(A)

과학(S)
기술(T)예술(

명도, 채도, 휘도에 대한 개념과 빛에 따른 색의
변화를 미술작품을 통해 알아본다. 이러한 빛에 따른

A)

색의 변화를 컴퓨터를 활용해 명도,채도,휘도를 직접

수학(M)

수학(M)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 음악

수학, 음악

과학, 수학

표 3. 4-5 학년 프로그램 차시별 내용

미술, 실과

미술, 기술

미술

과학:
(8)소리의
성질

수학:(2)도형

2015
개정

(15)그림자와

(5)자료와
가능성

교육
과정
연계

수학:(2)도형

: 음악의 빠르기 + 박자와 지휘(도형과 글자)
음악의 감정과 표현

(4)기하

2 차시

: 음악의 셈여림 + 악기 특징에 따른 분류 및
연주

국어 :

음악:
(1)음악의

미술: (1)체험
(2)표현

(4)문법

구성

4 차시

색, 빛에 따른 색과 밝기

음악의
감정표현과
빛에 따른

색과
모양으로
표현하는

5 차시

: 빛의 위치와 그림자를 통한 시간과 방위
유추 + 컴퓨터를 활용한 색의 표현

색의 밝기

공감각

PC 사용

PC 사용

:사진편집
기능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스크래치)

빛, 채광에 따른 색의 변화
3 차시

소리의

원리를

음악과

: 미술 작품과 사진을 통한 시간에 따른 색의
변화 + 시간대 유추

캘더와
아르키메데스

표 4 는 6 학년과 7 학년의 차시별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6-7 학년의 경우 공감각을 주제로 교육용

아이패드
:디지털 앱

소프트웨어인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색채와 수학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1 차시와

(아트모빌)

2 차시의 경우 글자나 숫자를 색으로 보는 색-자소
공감각을 주제로 숫자에서 느껴지는 색과 모양을
표현해본다.클레의 미술 작품을 통해 수학적,예술적
규칙성을 찾아보고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이후 기존

표 3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 학년과 5 학년의 경우
빛과

음악의 감정과 표현

미술:
(1)이미지와
의미

미술:(2) 표현

스마
트기
기

프로그램 차시별 내용

과학:
(2)여러 가지
힘

음악: (1)표현

차시
주제

1 차시

수학:
(2)문자와 식

(4)규칙성

거울

차시

미술

프로그램에서 보완한 점은 모둠 활동을 통해 자료를

교과과목과

연계하여 활동을 통해 직접 표현해본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 1 차시는 생상스의 ‘동물의

수집하고 통계를 내어 백분율과 그래프로 표현한다.

사육제’를

색-청 공감각을 주제로 주변환경에서의 소리를
도형을 활용하여 이미지와 색으로 표현해보고,

통해

음악의

빠르기와

박자에

3 차시부터 5 차시 까지는 소리에서 색을 느끼는

따른

지휘법을
수학의
도형과
알파벳,
한글로
알아본다.이를 바탕으로 음악의 빠르기와 분위기를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시각적

한글의 형용사를 통해 학습하고,표현한다.2 차시에는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학교 학생들의 경우 스크래치 사용이 처음인

악기의 종류와 셈여림을 통해 다르게 느껴지는
음악을 살펴본다.추가적으로 악기의 연주 형태와

점을 감안해 난이도를 ‘중’, ‘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재질에 따른 악기군을 학습하고,분류한다.이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5-6 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로 보았다. 개발

다양한 악기연주를 셈여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3 차시에서는 그림자의 길이와 해의

프로그램에서는 6 학년과 7 학년 대상이며, 7 학년의

위치,날씨와 시간에 따라 색을 다르게 표현한 모네의

경우 한국에서 중학교 1 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미술작품과 사진의 시간대를
과학적 원리를 통해 유추한다.4 차시와 5 차시는

난이도 ‘하’와 보다 높은 난이도 ‘중’으로 구성하였다.

그림을 직접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와 길이를 통해
시간대와 방위를 알아보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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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7 학년 프로그램 차시별 내용

차시

2.5 프로그램 적용 및 기대효과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교사용 지도안과
학생용

활동지를

분류하여

개발하고,

외국인

1 차시

숫자 색과 모양으로 보다

2 차시

:색-자소 공감각 + 통계와 백분율

3 차시

소리 색과 모양으로 보다

4 차시

: 색-청 공감각과 스크래치 + 학습자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적용 후 효과는 프로그램 적용
전/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설문지는

5 차시

수준별 난이도 ‘중’, ‘하’ 구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문지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워크샵을 별도로 3 차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은
선정한 적용기관의 4 학년부터 9 학년까지 학생을

맞게 재구성하여 융합,이해,참여,흥미 4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5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8 학년과 9 학년은 미술
작품을 통해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융합 요소에서는 다양한 교과과목의 연계를 통한

개발한다. 1 차시와 2 차시에서는 캘더의 모빌 작품을

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해
요소에서는 교과과목에 대한 이해와 예술을 통한

통해 무게와 균형, 비율에 대해 학습하고, 아날로그
키트를 통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무게중심과

과학적,수학적

균형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모빌을 만드는 재료를
통해 색종이, 두꺼운 종이 등 질감과 무게가 다른
재료에서
무게의
차이를
느껴보고,
균형을
맞춰본다.또한
보고,제작을

캘더의
통해서

철사를

활용한

무게중심과

있다.마지막으로

작품을

균형에

3 차시부터 5 차시까지는 앞의 차시와 연계되어

수

흥미

요소에서는

디지털

앱과

이러한 사회 배려계층의 맞춤형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교육격차의 해소

아트모빌 디지털 앱을 활용하여 참여도와 흥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먼저 지레의 원리를 학습하고,자와

방안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효과를 기대해
본다.

동전, 양팔저울을 교보재로 활용하여 비율에 따른

표 6. 프로그램 적용 기대효과

무게를 측정하고 실제 비율에 따른 측정 값을
비교한다.이후 아트모빌 오브제를 통해 수학에서의

항목

1 차 방정식을 학습한다. 무게에 따라 음정과 박자를
설정한 아트모빌 디지털앱을 활용하여 수학적 원리와

융합

음악적 표현을 동시에 체험한다.
표 5. 8-9 학년 프로그램 차시별 내용

차시

프로그램 내용

1 차시

캘더의 모빌 작품 만들기

2 차시

:아날로그 Kit+ 무게중심과 균형

5 차시

향상시킬

볼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레의 원리를 학습하고, 개발한

4 차시

이해도가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수업의 흥미도를 유발시키고
교과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해

대해

체험하는 활동을 한다.

3 차시

원리의

있다.참여 요소에서는 수업에서의 모둠 활동 및 개인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향상될 수

이해

참여

흥미

아르키메데스의 지레의 원리와 1 차

프로그램 적용 기대효과
다양한 교과과목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 능력 향상
교과과목에 대한 이해와 예술을 통한
과학적, 수학적 원리의 이해도 향상
모둠 활동 및 개인 활동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향상
교과과목에 대한 흥미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흥미도 향상

방정식
:디지털 앱 아트모빌 + 비율에 따른

2.6 프로그램 적용 결과

무게 측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적용학교 4 학년부터 9 학년까지 총 14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 가지 요소에 대한 문항을 5 점 리커트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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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그림 1 은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설문 결과
그래프다.4 가지 요소에 따른 데이터는 다음과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만족도 및 기대효과
분석은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같다.전체적으로 5 점 만점 중 4.5 이상으로 나타났다.

추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값을 통해 4 가지 요소에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요소는 흥미 요소로
4.7 값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요소는

따라 다양한 교과과목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
능력 향상,과학적,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예술적

융합 요소로 4.6 값이 나타났다.세번째는 참여 요소로

표현능력 향상,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과

4.5,마지막 이해 요소는 4.4 값으로 나타났다.

참여도 향상을 알 수 있었다. 4 가지 요소에 따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5 점 만점 중 4.5

그림 1. 프로그램 적용 결과 그래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요소는 흥미 요소로 4.7 값이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요소는 융합 요소로 4.6 값이

4.6

4.7

4.5

4.4

나타났다.세번째는 참여 요소로 4.5,마지막 이해
요소는 4.4 값으로 나타났다.기존에 한국 학교에서
적용한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융합

이해

참여

마지막으로

흥미

적용학교의

경우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인식
및 적용 기회에 대한 차이점이 교육 격차로 드러나게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따라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

3. 결론
본 연구는 과학적, 수학적 원리와 공감각을 주제로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 및 보급이 사회적

융합인재교육

배려 계층의 교육격차 갈등을 교육으로 해소할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앱,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업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상시키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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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조도가 낮은조명 환경에서도 마커를
인식하기 위해 근적외선 카메라 기반의 실용적인
마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마커는 머커와 배경 그림의
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 영상에서는 마커와 배경 그림의 강도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기존의 다른 마커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동일한 품질의 마커를 제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안하는 마커 제작 방식은 서로 다른
프린터로 마커와 배경을 출력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이 가능하다.

방식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마커 인식이 가능하게
하였다[1]. HideOut 은 눈에 안 보이는 마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epolin 사의 Spectre 적외선 흡수
잉크를 아세톤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다[2]. 하지만
잉크를 희석할수록 적외선 흡수율도 낮아진다.
Spectre340 제품을 아세톤으로 희석한 것을 잉크젯
전용지에 붓으로 칠하면 수채화 번짐 현상이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잉크를 10%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
일반적인

적외선

영상에서

마커와

마커

주변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균일한 농도로 채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의 마커를 제작하기 쉽지
않다. 그림 1 은 희석 농도를 다르게 제작한 것을

주제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증강현실, 적외선 영상, 조건등색 마커, 마커 인식

1. 서 론
최근 들어 증강현실은 다양한 장치와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마커인식, 이미지인식,
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사용되고 있다. 그리나
전시공간이나 실내 조도가 낮은 어두운 환경에서
가시광선 카메라로 마커 또는 그림 그리고 객체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검은색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 마커와 마커 주변환경 사이에 이질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커는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커를 구현하기
새로운 마커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적외선 흡수 잉크를 2%부터 10%까지 희석한 후 채색

2. 적외선 마커 인식
2.1 적외선 흡수 잉크 마커

2.2 실험 환경

낮은 조도 환경에서도 마커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적외선 흡수 잉크가 들어있는 펜을 사용하는

본 논문에서는 마커 인식 실험을 위해 동일한 장비와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적외선 영상은 PointGray F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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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13E4MC 그레이모드

카메라에 850nm 주변

파장만 투과하는 적외선 필터를 장착하여 촬영하였다.
적외선 조명은 적외선 파장이 850nm 가 최대인 것을

인쇄하는 경우 적외선 영상으로는 배경 그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용하였다. 실험은 어두운 환경을 고려하여 조도계
측정값이 100 lx 에서 ~ 150 lx 인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마커 인식 및 추적은 ARToolkit[3]을
사용하였다.

3. 배경 그림 은폐 마커
서로 다른 프린터로 색상을 출력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서로 다른 적외선 영상 강도값을
가진다. 때문에 출력한 색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외선
영상으로는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된다[4]. 그림 2 는
컴퓨터 상 동일한 RGB 값을 가지는 색상을 두 종류의
프린터로 출력한 것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보여준다. 검은색과 붉은색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 3 프린터마다 적외선 영상 비교 (a) 레이저 프린터 B,
(b) 잉크젯 프린터 C (왼쪽: 가시광선 카메라 영상, 오른쪽:
적외선 영상)

잉크젯 프린터 C 를 사용하여 배경그림 인쇄하고
적외선 영상 강도 값이 높은 레이저 프린터 B 로 마커를
인쇄하면 배경그림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마커만
그림 2 왼쪽: RGB 카메라 이미지, 오른쪽: 적외선 이미지,
붉은색 사각형 : 레이저 프린터 B 인쇄

그림 2 의 실험 결과에 의하여 동일한 색상을

보인다. 이 배경그림 마커는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마커 인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은색 마커는
배경그림에 배치하는 것은 이질감이 높기 때문에
검은색 마커의 투명도를 낮추면서 마커 인식을
실험하였다. 마커의 투명도를 인식가능한 수준까지

출력하더라도 프린터 종류에 따라 IR 영상의 강도 값이

낮추어도

다른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잉크젯
또는 레이저 프린터라도 모델이 다르다면 결과는 다를

감소하더라도 작은 차이는 존재한다.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잉크젯 프린터 C 와 레이저

수 있다. 왜냐하면 프린터 제조사마다 잉크와 토너의

프린터 B 로 다양한 색을 인쇄하여 분광광도계로 색상

성분이 서로 다르고 프린터 모델마다 출력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값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두 프린터 간의 색상 값
차이를 비교하였다. 반복 실험을 통해 프린터 B 마커

프린터에 따른 적외선 영상 차이점을 이용하여 마커와

색상 값과 차이가 적은 프린터 C 색상 값을 선택하여

배경그림을 서로 다른 프린터로 중복 출력하였다. C
프린터로 마커를 인쇄하고 A 프린터로 배경 그림을

배경과

마커

부분의

시각적인

차이는

인쇄하고 색상 톤을 조정하여 인쇄 하였다. 끝으로
배경그림의 톤을 조정하여 프린터 C 로 인쇄하였다. 각
프린터마다 인쇄 센터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인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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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맞도록 위치 값을 조정해야 한다. 그림 4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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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페이스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멀티모달 피드백은 두 가지 이상의 자극을 통해 높은

있다[10].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비교했을

직관성과 자연스러움을 제공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요소이다. 이 멀티모달 피드백은

때 매우 유사하여[2], 사용자가 시스템을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준다[12].

가전제품 조작 시에도 조작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사용자의 인지에 부담을 주고

하지만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가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선호에 영향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공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인지적인
측면에 부하를 줄 수도 있다[7, 14]. 본 연구는

것은 아니다[1, 8].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피드백을

가전 제품을 사용할 때 제공되는 멀티모달 피드백의
영향을 스마트폰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을 통해

과업수행에 있어서 멀티모달 피드백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멀티모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피실험자에게 시각, 청각 및 촉각 자극을 결합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극 조합에 따라 반응 시간과
작업 부하 및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할 때[5, 10]를 가정하고
자극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제공하였을 때, 어느

결과에서, 피드백의 조합에 따라 과업 수행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선호도, 주의 필요성 및
편의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시각적, 촉각 적

정도의,

그리고

어떠한

조합으로

피드백을

및 청각 적 조합을 결합한 피드백보다 시각 및 촉각

제공하였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피드백 만 결합하는 피드백이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되었다. 이러한 통해 가전 제품에 대한 제어

알아보았다.

피드백을 설계 할 때 단일 자극보다는 다중 자극을

시각+촉각, 시각+청각+촉각 등으로 구성된 피드백의

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만, 적절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
자극의 숫자와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보적인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멀티모달 피드백, 유니버셜

통해

디자인, 선택반응시간, 가전제품 컨트롤 피드백

방식만으로

상호작용하는

요인에

알

정의하였다.

interface)란

시각+청각,

의해서도

반응시간에

영향을

수

있는

것이다.

Donders(1868)의

본

연구는

감산법에서

도출한

선택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각, 청각,
촉각으로 가정하였으며,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스템의 사용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여러
다양한 매체를 모두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가지

시각,

감산법에서 선택반응시간은 단순반응시간, 변별시간,
그리고 선택시간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1. 서 론

한

연구에서는

받는다[6]. 과업수행에서 피드백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라도 영향을 끼칠 경우 이것은 반응시간을

주제어

인터페이스(multimodal

본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시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터와 달리, 인간은 정보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멀티모달

위해서

반응시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좀 더 깊이

유니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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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가전 조작 환경을 구성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시각’ 자극은 조작
과정에서

누르는

버튼의

색깔과

현재

선택된

선택지를 보여주는 상자로 제공되었고, ‘청각’ 자극은
안드로이드 기본 비프음을 버튼을 누를 때
재생되도록

하여

제공하였으며,

‘촉각’

자극은

안드로이드 기본 단진동을 버튼 누를 때 스마트폰
본체를 통해 사용자의 손에 제공하였다. 이용된
피드백 조합은 ‘시각’, ‘시각+촉각’, ‘시각+청각’,
‘시각+촉각+청각’으로 총 네 가지이다. 실험 진행 후
측정된 과업수행시간과 설문조사를 이용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2.1 과업 설명
제시된 과업은 각 8~10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화면 일부

조작하여 여러 선택지 중 특정 선택지를 선택하게끔
요구하는 문장이다.
2.2 피드백 조합의 선택
스마트폰의 특성상, 시각적 피드백 기본 공통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크린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피실험자에게 소리나 진동을 주어 청각적 또는
촉각적 피드백 제공하였다. 네 가지의 자극 조합
‘시각’, ‘시각 + 촉각’, ‘시각 + 청각’, ‘시각 + 촉각 +
청각’을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피실험자마다 하나의
과업에 하나의 피드백 자극 조합만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2.3 설문 문항의 선택

그림 2. 피드백 조합에 따른 과업 수행시간 상자도표

설문 문항은 Hart & Staveland (1988)의 NASA

있는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통해 과업수행에서 피드백 조합에

Performance, Fatigue, Frustration Level, Stress

Task Load Index 에 기초하여 제작되었다. NASA
Task Load Index 중 Mental Effort, Physical Effort,
Level, Overall Task Difficulty 등의 분야가 본
연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분야별 관련된

따른 실험참가자들의 과업부하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들을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들은

2. 실험 설계
알아보기

비모수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7 point
Likert scale 로 제시되었다. 표 1 은 NASA Task

위해가전제품을 다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과업을

Load Index 에 의거해 제시된 설문 문항들을

피실험자별로 임의의 피드백 조합과 함께 제시하였다.
제시한 과업은 총 네 가지로, 전자레인지, 세탁기,

나타낸다. 그 외에 어떤 피드백 조합이 가장 과업을
수행하기에 좋았는지 개인의 선호를 묻는 문항이

스마트 TV, 에어컨 사용 과업들로 선정하였다.

추가되었고, 그 rank 를 기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피드백

조합과

안드로이드

과업

수행의

환경에서

관계를

실험용

스마트폰

2.4 피실험자 선정 및 실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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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드백 조합에 따른 설문 문항 응답 결과

피실험자는 22 세~34 세로 스마트폰 UI 에 익숙한

준비된 과업을 제시하고 설문을 실시하여 과업

29 명의 남성과 11 명의 여성, 총 40 명으로 구성하여

수행시간과 설문 응답을 얻었다. 각 과업과 피드백

표 1. 제시된 설문 문항

조합은 임의로 조합하여 각 피실험자가 네 가지
피드백 조합을 네 가지 과업을 통해 고루 체험할 수

Load Index
과업을
Mental Effort

있도록 하여 과업의 특성에 따라 피드백 조합에 대한

설문 문항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발생하는

과업 수행을 위해 집중과 주의를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Performance

발생한 피드백이 과업 수행 정확도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Fatigue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피로감을
얼마나 느낍니까?

Stress level

Overall
Workload

피실험자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걸리는 그림

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지에 있는지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Physical Effort

Frustration
level

3. 실험결과

피드백을 얼마나 느끼기 쉽습니까?

2 와 같이 나타났으며, 피실험자들이 응답한 피드백
조합의 선호도 순위는 ‘시각 + 촉각’-‘시각 + 촉각 +
청각’-‘시각 + 청각’-’시각’의 순서로 나타났다.
피실험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걸린 시간 및 설문
응답이 피드백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들이
정규성을 갖지 못해 비모수 검정(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과
같이 설문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피드백 조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짜증을 얼마나
느낍니까?
발생한 피드백이
느낍니까?

얼마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피드백 선호도와

산만하다고

Mental Effort, Physical Effort, Stress Level, Overall
Workload 항목이었다.

전반적인 가전제품의 설정 및 작동 과업이
얼마나 편하게 느껴집니까?

피드백 선호도 결과에서는 ‘시각’ 자극만 주어질
때보다 다른 자극이 함께 제공될 때 유의하게 높은
선호도를 받았으며, 청각자극 보다는 촉각자극이

과업의 수행에 의해 심리적으로 얼마나
긴장됩니까?

주어졌을 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Mental Effort
측면에서도 ‘시각’ 자극만 주어졌을 때 보다 다른
자극이 함께 제공될 때 유의 수준 0.000 으로

발생한 피드백이 과업 수행 속도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 가지 자극이 모두

가전제품의 설정 및 작동 과업에 있어
주어지는 피드백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느낍니까?

주어졌을 때 가장 인지하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Physical Effort 문항에서도 ‘시각’ 자극만 주어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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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뇌졸중 장애인들은 사지뿐만 아니라 체간 근육의
편측 마비로 비대칭적인 자세를 만드는 등

뇌졸중 발생 후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마비측의 근력
약화이다. 편마비 장애인의 환측 근력 약화는 상하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세 조절에 심각한 장애를

뿐 아니라 체간 근력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체간

가진다. 이들의 체간 재활을 위해 다양한 체간 재활
운동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표준체형을

근력의 불균형은 비대칭적인 자세를 만드는 등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세 조절에 심각한 장애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발생시킨다[1].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 개발을 위해 포커스 그룹

기능적이고 정상적인 움직임, 보행,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재활 중 하나이다[2].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고

손잡이

부분에서

주요한

체간

재활은

상지의

뇌졸중 장애인들의 체간 재활 운동의 중요성이

이를 통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체간 고정장치, 좌석시트, 하지
고정장치,

이렇듯

강조되면서 체간 운동을 위한 운동 장비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체간 재활 운동용

요구사항을

고정장치들은 체간 재활 운동을 하는 사용자의

도출하였다. 또한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간
재활 운동기기를 개발할 때는 사용자별 다양한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표준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신체조건과 장애로 인한 신체 기능수준을 고려해야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용자 맞춤형 체간

주제어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은 선행되어야만 한다.

사용자 맞춤형, 체간 재활 운동, 고정장치, 요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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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의 구성 항목 및 특성

2. 연구방법

구성항목

2.1 연구대상자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의 주사용자가 될 뇌졸중
장애인 4 명(남자 2, 여자 2)을 대상으로 체간 재활

체간
고정장치

운동용 고정장치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뇌졸중으로 인해
체간 기능 및 보행 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는 다양한 기능수준을 가진 만성 편마비

좌석시트

신장(cm)

159.7±6.5

발병기간(개월)

52.1±10.4

사용자 착석부

좌석시트가

대퇴 고정장치

대퇴부 고정

하퇴 고정장치

하퇴부 고정

발 고정장치

발 고정

손잡이

탈∙부착 가능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4±6.2

좌석시트

전∙후 조절 가능

고정장치

체중(kg)

체간의 움직임 허용

좌석시트조절판

하지

67.2±3.6

등받이축

부착되는 부분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나이(세)

체간 고정

좌석시트부착부

사용하는 자, 보호자를 동반하여 보행하는 자,
보행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보행하는 자를 포함하였다.

평균±표준편차

등받이

구동장치에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자, 수동휠체어를

구분

특성

손잡이

3. 연구 결과
3.1 체간 고정장치
체간

고정장치는

사용자의

체간을

고정시키는

안전장치와 체간의 선택적인 움직임을 위한
보조장치로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별
다양한 신체조건에 따라 등받이는 상∙하 조절이

2.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가능해야 하며 체간 둘레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의 주사용자인 뇌졸중

고정벨트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특히, 선택적 체간 재활 훈련을 할 때 흉부를

내용 항목은 등받이, 좌석시트, 손잡이, 발판으로
구성하였다.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 개발을 위해

고정시켜 운동을 하는 경우와 요부를 고정시켜서

구성항목별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여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운동방법과 효과가 달라진다.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체간 고정장치는 운동방법에 따라 흉부와
요부를 선택적으로 고정할 수 있고 체간의 움직임을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의 구성 항목 및 특성은

제한하지 않도록 적정한 폭의 설계가 요구된다.

다음과 같다(표 2).

3.2 좌석시트
좌석시트는 사용자의 둔부 및 대퇴 후면부가 닿는
착석부로 사용자별 다양한 신체조건에 따라 전∙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에서
요구되는
좌석시트는
좌석시트
하단부에 어떠한 구동장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석시트의

크기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좌석시트는 다양한 구동장치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용자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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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양한 구동장치에 부착되어 좌석시트를
연결하는 부착부와 좌석시트의 크기를 신체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좌석시트 조절판이 필요하다.
3.3 하지 고정장치
하지 고정장치는 체간 재활 운동 시 하지의
보상작용을 방지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로 대퇴, 하퇴, 발 고정장치로 나뉜다.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도록
적절한 탄성을 유지하는 벨트로 타입의 벨트가
필요하다. 대퇴 고정장치는 무릎의 벌어짐으로 인한
고관절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골반부에서
안쪽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퇴

<그림 1>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의 구조도

고정장치는 체간 재활 운동 장치의 승∙하차 시
간섭받지 않도록 고정축이 하퇴 안쪽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 고정장치는

4. 결론

마비로 인한 사용사의 발 변형을 고려하여 발의
움직임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사용자 맞춤형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

설계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요구

장치의

3.4 손잡이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위하여

주사용자가

될

것으로

사항을 분석하였다.

손잡이는 체간 재활 운동의 방법 및 사용자의
기능수준에

개발을

그 결과 첫째,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는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조건 맞춰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또한

손잡이에 관한 사용자 요구 사항은 사용자의
이동에서도 요구된다. 손잡이는 사용자의 연령 및

한다. 둘째,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는 운동방법
사용자의

일어설 때 지지하는 보조도구의 용도로 사용할 수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

있다. 따라서 손잡이는 탈∙부착 가능하거나 접었다 펼

맞춤형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체간 재활 운동의

정확하고 안전한 체간 재활 운동을 하도록 도움을 줄

움직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좌석시트 및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연구를 통해 척수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요통 환자 등 체간 재활 운동이

등받이와 일정 간격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3.5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간

재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 연구

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 세에서 69 세의 평균

내부연구사업

신장을 환산한 165 ㎝로 모델링 하였다. 기구 장치 및
구동 장치의 크기는 현재 출시되어있는 의자 하부 및
가장

큰

개발은

사사의 글

설계 시뮬레이션 하였다(그림 1). 더미는 인체 치수

조사하여

고정장치의

예상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간 재활 운동용 고정장치를

장치를

운동용

필요한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운동용

고정장치의 디자인(안)

구동

재활

따라

이용이

및

체간

기능수준에

선택적

체력 상태에 따라 체간 재활 운동 장치에 앉거나

(NRCTR-IN17005)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사이즈인

800Ⅹ800 ㎜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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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요약문
차량용 디스플레이 장치는 더욱 많은 곳에 활용되어
사람들의 차량 사용의 편의를 돕고있다. HUD(Head

주차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에

인구밀집도가 높고 개인 차량 보유량이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2]

Up Display) 장치는 점점 더 보편화 되어 차량 주행

본 논문에서는 HUD 의 정보전달 방식에 착안하여

중에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시선을 뺏기는 상황을 줄여

사용자가 주차공간을 찾을 때 주차선을 탐색하는

운전을 돕는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HUD 의 그래픽

방식을 HUD 와 후방카메라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가상화 하고 가상화 한

가상으로 나타내 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제안하여

공간을 통해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인 주차공간을

주차의 편의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을

유연하게 확보하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은 물론

찾기 위해 주차장에 가서 주차선을 찾아 주차를 하는

주차선을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HUD 와 후방카메라 장치

그리기

위해

필요했던

제반비용도

등으로

감소하고자 한다.

정보

자동차에

제공하는

정보를

시스템을

전달하여

구성하여

운전자가

실제

인식하도록

돕고자 한다.

주제어

2. 본문

논문과 관련된 주제어를 한 개 이상 작성한다. 예)

2.1 사용자 행태 분석

증강현실, HUD, 주차공간, 최적화

운전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목적지에 도착하여

1. 서 론

넓은 주차공간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을

차량용 HUD 장치는 사용이 점점 확장되고 보편화되어

찾아 간다. 주차공간에서 우선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최근에

공간을 파악하고 빈 공간을 찾아간다. 빈 공간을 찾은

구매하는

차량의

옵션으로

또는

기본

후에는 주차선을 파악하고 자신의 차량크기와 주차선

제공되기도 한다.

공간에 맞춰 주차를 시도한다. 주차를 시도할 때 주로
의지하는

것은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방카메랑 등이다. 특히 후방카메라의 경우 좌우
여유가 확인된 후에는 가장 사용 의존도가 높다.[3]
저자의 수가 4 이상인 경우, 저자 표기 공간의 표의
행과 열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표의 각 항에 중앙
정렬로 작성한다.
2.2 현재 시스템
현재 사용되는 주차 시스템은 주차 공간 위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또한 시스템에서

그림 1 BMW 사의 전면 HUD 장치

차량의 전면 유리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시야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주행의 안전과 정보 습득의 편의가
보장된다. [1]

제공받은 주차공간을 찾아가면 사람의 시야로 빈
주차공간을

찾아야

한다.

빈

자리를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조명이나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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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한 시스템은 있지만 역시 사람의 시야를 통해

데이터는 한 칸의 주차구역이 아니라 주차 공간이다.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주차공간을

관리하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공간에서 주차를 하게 될 위치를 정한다. 정해진
위치는 HUD 장치를 통해 안내를 받는다. 위치에
도착하면 실제로 그려진 주차선은 없지만 증강현실로
HUD 와 후방카메라 화면을 비추는 디스플레이에
가상의

주차선을

보여주고

가상

주차선에

맞게

주차하도록 한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주차 시스템
¯
주차 공간 탐색
그림 2 에스오일의 히어 벌룬 캠페인

¯

주차 해야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주차 공간 이동 안내

있지만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

존재하다.

주차 구역 안내

주차선 규격의 경우 차량의 크기가 다양하지만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증강현실 주차선 표시

있다. 주차규격 크기를 개선해도 이미 주차선을 그려
놓은 주차공간의 경우 새로운 작업을 해야하며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그림 3 증강현실 기반 주차선 시스템 순서도

3. 실험 및 분석

표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 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구분

너비

길이

평행 일반형

2 미터 이상

6 미터 이상

평행 외 일반형

2.3 미터 이상

5 미터 이상

실제 주행 테스트를 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차선을 증강현실로 표시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운영체제에서

ARkit

확인해
을

보았다.
활용하여

애플

iOS11

스마트폰으로

주차위치를 찾아가도록 유도했다.
주차위치는 아스팔트에 주차선이 없는 공터였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주차위치와 주차선의 파악이

표 2 미국과 한국 주차 폭 비교

국가

직각 주차 폭(m)

평행 주차 폭(m)

한국

5.05

2.75

미국

5.58

6.45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찾아가면서
적응했다.

2.3 개선된 시스템 알고리즘
개선 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V2X 통신, 차량 전면
카메라, HUD, 후방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안내하고 가상으로 주차공간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4 주차장 입구에서 증강현실 주차선까지 찾아가는 실험

주차 공간을 위치별로 데이터화 한다.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여 주차공간을 데이터로 관리한다.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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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없는

주차공간을

찾아가서

주차선을

인지하고 주차공간을 파악하는 실험을 통해 HUD 와
증강현실,

전후방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탐색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4. 결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차선을 찾아가 주차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방법이 실제 주차 상황에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주차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HUD 를 활용하여
전방 시야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더 직관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강현실로 표현된 주차선에 주차를
유도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선을 그리지 않아도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주차선을
그리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차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주차공간을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상화 하여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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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hat Pham, 우성필, Muhammad Hassan, Hoang

진행했다.
대

위한

후방카메라를 위한 특징점 추적 기반 자동 보정

사진

기본적으로 증강현실로 주차공간이 생긴다는 정보만

해소를

교통기술과정책 제9권 제6호, 10-18.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10 명의 실험자가 증강현실

Minh Nguyen, 김대영. (2017). GS1 글로벌 스마트
주차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354-356.

주차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60 초
미만이었으며 증강현실 화면을 따라가서 주차선이
존재하는 곳까지 찾아간 것은 60 미터 정도의 거리를
50 초내로 찾아갔다. 증강현실 객체의 위치 정확도가
증가하고 실내외 주차선 생성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자동차로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10 명 중 8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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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저장하거나 타인이 공유한 사진 및 비디오를 보는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사진 또는 영상 속에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쇼핑, 광고, 게임의

대상과 상호작용한다는 경험까지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억의 매체로서의 사진과 영상에
관련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본 논문에서는 사진에 있는 대상과 상호작용을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사진”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능하게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주는 “인터랙티브

새로운 방법으로서 인터랙티브 사진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터랙티브 사진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현재

물리적으로

만날

수

1.2 선행 연구

없는

인터랙티브

사용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며 더 나아가
상실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미디어(interactive

media)[5]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포함하는 미디어로 그 형태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하며, England & Finney(2002)[6]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에 맞게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주제어

텍스트, 그래픽, 움직이는 이미지, 소리의 조합을

상호작용(interaction), 사진, 기억, 인터랙티브 미디어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총체라고 정의한다[6]. 그
중에서도 사진과 기억에 관련하여 RFID, QR-Code,
Visual-Recognition 을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혹은
비디오와 실제 물체를 연결하는 연구[7][8],
영상처리를 통해 사진 속 대상을 움직이게 하는 연구[9]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등이 있었다. 모바일의 일부 앱에서 기억 및 사진과

기술의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관련하여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랙션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인해 데스크탑을 앞서면서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있다 <표 1>.

수단이 되었다[1][2]. 스마트 폰의 가장 큰 특성인
이동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표 1.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및 기능

통해 기억의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진 및 영상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폰 사용자들은 증가한 사진과 영상을

어플리케이션

인터랙션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런

Instagram

Swipe

LivePhoto

Tap

사진과 동일한

(Apple)

(Force Touch)

영상을 재생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가 생겨났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진과 영상[3]을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중 하나인
instagram 의 사용자의 수는 7 억명으로 증가[4]하며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랙션 역할
다른 사진 및
비디오로 전환

사용자의 사진 및 영상을 경험하는 방법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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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ACTIVE PHOTOGRAPH
2.1 인터랙티브 사진 시스템
인터랙티브 사진은 사진 속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진으로 England & Finney(2002)[6]의 연구에 따라
interactive media 의 범주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그림
1>처럼 주 사진과 사용자 인터랙션(interaction)에
따라 재생되는 짧은 비디오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취하는

인터랙션

종류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이에 맞는 미리 촬영한 매우 짧은 비디오를
재생하여 사용자에게 마치 사진 속 대상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경험을 주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다
<그림 2>.

그림 3. 인터랙티브 사진 촬영 과정
그림 1. Interactive Photograph 원리

특히, 사용자는 인터랙티브 사진을 <그림 4>와 같이
메인 영상을 촬영한 뒤 선호하는 인터랙션을 선택하게
되며, 이를 완료했을 시 인터랙션 사진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때

2.2 UX 디자인

올라가는 사진은 기본 인터랙션인 Tap 영상에서
추출한 썸네일(Thumbnail)이 올라가게 된다.

그림 4. 인터랙티브 사진 촬영 UI
그림 2. 인터랙티브 사진 UX 디자인

2.3 시스템 구현
인터랙티브 사용자는 <그림 2>와 같이 사진을 보다가

본 연구에서 인터랙티브 사진 시스템은 Xcode8.3,

4 가지의 인터랙션을 통해, 사진과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자는 현재 취한 인터랙션에

Swift3, Object-C 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특히,
사용자의 기본 7 가지 감정(기쁨, 슬픔, 놀람, 화남,

연결된 매우 짧은 비디오를 통해 사진 속 대상과

경멸, 혐오, 두려움)을 인식하기 위해 Affectiva[10]의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

Emotion SDK 를 사용하였고, 손을 흔드는 동작(Hand
Gesture)을 인식하기 위해, OpenCV 를 사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사진을 사용자는
<그림 5>와 같이 체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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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주는 인터랙티브
사진을 제안하였다. 인터랙티브 사진은 사용자가
취하는 인터랙션 종류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이에
맞는 미리 촬영한 매우 짧은 비디오를 재생하여
사용자에게 마치 사진 속 대상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경험을 주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으로 모의 평가
결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랙티브 사진은 현실세계에서 현재 물리적으로

그림 5. 인터랙티브 사진 사용 모습

만날 수 없는 사용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며 더
나아가 상실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3. 사용자 모의 평가
3.1 모의 평가 대상 및 방법

가진다.

본 실험에 앞서 모바일에 익숙한 20 대의 대학생 및

향후에는 본 실험을 통해 효과성을 보다 깊게 알아볼
예정이며, 더 나아가 촬영과정의 단순화 및 비디오가

연구원 10 명을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랙티브 사진 시스템의 효과성을 모의 검증하였다.
실험은 사진과 인터랙티브 사진을 10 분간 체험하고

아닌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사진을 직접
변형하는 연구 등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설문지 작성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황하성(2007)[11]의 연구의
정서적 유대감 측정 항목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나는
상대방과

친근감있는

대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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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연구배경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uild human activity
recognition (HAR) model using deep neural network
(DNN) and investigate the influence that affects
misclassification. As wearable devices become
widespread and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ealth care and sports, people are interested in HA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classification
performance in HAR. We implemented a DNN
based HAR model through open smartphone sensor
data set and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was used to visualize extracted features.

1.1 연구목적
웨어러블 기기란 전자 기술이 의류 및 액세서리에
내장되어 있어, 몸에 편안하게 착용 및 휴대가 가능한
장비다. 웨어러블 기기의 예로는, 시계, 안경, 콘텍트
렌즈, 전자 섬유, 스마트 섬유 및 보청기 등이 포함된다.
2015 년에 5,000 만 개 이상의 웨어러블 기기가
출시되었으며 2019 년에는 12,500 만 개 이상의
웨어러블 기기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Marr,
2016).

각종

센서들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The performance of the DNN model was excellent
except for one activity.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들 중에 인간 동작 인지

the extracted feature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Human Activity Recognition)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 동작 인지란 다양한 센서데이터를

cause of the performance degradation. Similar
extracted features between activities are the cause of

활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행위에 따라 변화하는

performance degradation. The DNN model can

패턴을 인지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들의 실시간 걷기,
뛰기, 앉기, 낙상 등의 행위들이 정확히 인식되면서

recognize human activity using smart phone sensor
data and be used for health care, sports, fall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안전분야 등에서 다양한 응용이

detection and so on.

이뤄지고 있다.

주제어

인간 동작 인지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Human Activity Recognition, Smart sensor, Deep
neural network,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수집 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동작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실제 행위가 다른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오분류에 대하여 모델의 입력 요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Maurer
et al., 에 따르면 식사를 하는 동작을 걷거나 달리고
있는 동작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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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잘못된

인식은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을

저해하고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기의 사용자가
환자이며 기기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결과가

환자에게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을 잘못
판단하는 기술적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상촬영장비를 통해 기록한 뒤 영상 정보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행위의 기반이 되는
추출한다(Bodor et al., 2003, Poppe, 2007).

요인을

인간 행동 인지를 위한 체계의 구성은 (1) 센서로부터
수집한 행위의 기초적 로우데이터를 기반으로, (2)
행위를 분별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한

본 논문에서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

요인추출(feature

공개된 인간 동작 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DNN(Deep
Neural Network) 기반의 인간 동작 인지 모델을

selection), 그리고 (3) 분류모델을 통한 행위의
실제적인 분류의 단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Bayat et

만들고,

al., 2014). 이는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동작에 대한
모델의 오분류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traction)

및

요인선택(feature

정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다는 연구의 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성이
검증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의 체계에서

1.2 관련연구
인간 동작 인지는 헬스케어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

확보한 모델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하여, 적합한
요인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행위에 대한 정확도 높은

있어 인간의 특정 행동 부를 인지함으로써 의료, 보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용한 활용을

분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방법론을 차용한

가능케 하는 연구분야로, 폭넓은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Kwapisz et al.,의 연구에서
그들은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인간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행위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J48 decision trees,

초기 연구는 1990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Forester et
al., 1999), 보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동작 인식의

multilayer perceptrons(MLP)와 같은 분류기를
이용하여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정확성을

또한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1) 측정할 속성의 선정, (2)
실험방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위 기초 데이터

Wu

et

al.,의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naive

수집의 방법 설계, (3) 행위 요인 추출 및 추론의 방법

Bayes(NB)와 k-nearest neighbors(KNN)을 분류기로
사용하여 행위를 구분하였고, Anguita et al.의

설계의 당면 이슈로 구체화할 수 있다(Kim et al.,
2010).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 행동 인지의 연구는 행위에 대한
인식체계를 유용하기에 앞서 행위 판단의 근간이 되는
사용자의 행동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
때 행위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식의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측정 방식과 신체에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외장형 센서를 이용한 측정방식으로

multi-class

SVM

을

이용하여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대한 561 개의 요인을 기반으로하는 행동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분류를 위해 채택한 특정
행동에 대해 다양한 분류기로 하여금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하였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는 한편,
이들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는 행동 간의 구분, 예를
들어 계단을 위로 오르는 행위와 계단을 아래로
내려가는 행위에 대한 구분과 같은 작업에 대하여 분류
성능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이를 나눌 수 있다(Lara & Labrador, 2013).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자의 신체에 휴대용 센서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onao & Cho, 2015).

부착하여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측정

인체의

활동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와치와 같은
휴대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들

방식과

외장형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최근에는 전자의 방식이 훨씬 더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데이터 수집이 더

온도 센서, 심박 센서, 기압 센서, 조도 센서, 고도
센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자연스러운 데이터

용이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영상 데이터의 경우 한정된

수집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데이터 자체도 너무 많은 정보를

후자의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위치에 계측을 위한 외장
센서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행위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담고

방식으로,

피험자의

행동을

주로

카메라와

같은

있으나

웨어러블

센서의

경우,

MEM

(Microelectromechanical)들의 등장으로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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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종류의 증가하게 되어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사용하였다. DNN 은 다른 모델들에 비하여 여러

있다(Savatini A et al, 2005). 대표적으로 fall detection,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Hanson, Lach, J,

요인들간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LeCun et al., 2015).

2007),

tele-rehabilitation

와

human

movement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Medical diagnosis
에서는 특히 Health Monitoring System 으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누적하여 의사의 진단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Oniga, Józs, SütĘ, 2014).
최근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적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통합적으로 활용
중인데, 대표적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과 함께 적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 보다 통합적인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Patel et al, 2012). 또한, Security 분야에서의
적용도 이런 통합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인식된 인간 행동 인지
정보를 통해 긴급재난상황의 자동 감시 등의 활용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이렇듯 인간 행동 인지은

DNN 모델의 Hidden layer 의 개수는 3 개, Hidden
node 의 개수는 500 개, output node 의 개수는
분류하고자 하는 동작의 개수와 동일한 6 개로
구성하였다. 활성함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
학습알고리즘은 Adam optimizer(Kingma et al.,
2014)를 사용하였으며 학습률은 0.001 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early

stopping

을

사용하여

방지하였으며
Python
3.5
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scikit-learn

3. 연구결과
Precision 과 Recall 을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평균적인
Precision 과 Recall 이 각각 0.932 와 0.922 으로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가고 있다.

표 1. The result of Experiment

2. 연구방법

동작

Precision

Recall

walking

0.899

0.972

Waling

0.946

0.896

0.959

0.950

sitting

0.984

0.741

standing

0.807

0.977

laying

0.998

0.994

평균

0.932

0.922

2.1 데이터 세트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 공개된 HAR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데이터는
19

세

이상

48

세

이하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수집되었으며 6 가지 동작(walking, walking upstairs,
walking downstairs, sitting, standing, laying)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삼성 갤럭 2 스마트폰을
허리에

고정시킨

상태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x 축, y 축,
z 축의 가속도와 각속도를 50Hz 의 주기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센서 신호들은 소음필터를 적용한 전처리를
거친 후에, 2.56 초 폭의 슬라이딩 윈도우와 50%
오버랩을
적용하여
샘플링하였다.
샘플링된
데이터들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고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시그널 엔트로피, 상관계수, 왜도, 첨도,
가중평균 등 총 561 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방법과 추출한 요인들은 Anguita
et al.,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센서

신호들로부터

upstairs
walking
downstairs

sitting 과 같이 분류성능이 좋지 않은 동작에 대한
예측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1 와
같은 confusion matrix 를 그렸다. 세로축의 동작이
실제 동작을, 가로축이 모델이 분류한 동작을 의미한다.
confusion matrix 을 통하여, sitting 이 standing 으로
오분류되어 Recall 값이 가장 낮은 알 수 있다. 그러나
standing 는 sitting 으로 많이 오분류 되지 않는 것을

2.2 모델 수립
스마트폰

과적합을

추출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동작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DNN 모델을

보아, 학습한 DNN 모델이 동작을 standing 과 sitting
중에서 standing 으로 분류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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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모델을 이용하여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동작 인지 분류에
대한 결과를 t-SNE 기법 Confusion Matrix 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Confusion Matrix 는 실제
행위가 특정 행위 인지 분류로 이어지는 비율을, tSNE visualization 은 각 실제 행동의 요인 데이터가
2 차원으로 맵핑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센서에서
추출한
요인들만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비슷한 동작들이
분류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때의 유사 패턴을 갖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행위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과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는

그림 1 Confusion matrix

학습한 DNN 모델이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동작들의

기계학습 기반의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 행위인지
분류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을 증명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센서 데이터들로부터 추출한
요인들을 시각화하였다. 고차원 데이터의 시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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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이

요약문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생활하는데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청소년의
78%는 스마트 폰을 갖고 있고,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E-BOOK 을 이용해 책을 읽는 활동을
한다. 스마트 폰으로 장시간 공부나 책을 읽다 보면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집중력을 향상 시켜
주기 위해 HRV 센서를 사용한다. HRV 센서에서 얻은
심박 데이터는 뇌파의 집중력 신호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8],

건강한

남녀

수백명을 대상으로 뇌파에 의한 학 습 능력과 심전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각각 진단한 결과, 학습능력 세부항목
중 특히 집중력 인지강도 인지 속도가 높 고, 스트레스
세부항목

중

특히 교감신경

활성도

심장

노화도

심장부하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목표 성취율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감신경
활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교감신경 활성도는
심박 데이터와 관련이 있으며 심박 데이터가 높을수록
교감신경 활성도가 낮고 심박 데이터가 낮을수록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다[4] .이를 활용하여 심박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

잘

가공한

시각데이터를 이동성이 좋은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전달 해 줌으로써 사용 자가 어느
활동에 대해 집중을 잘하는지 어느 활동에 대해서는
집중을

잘

못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본

논문에서는 HRV 센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달아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해결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가상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고, 이로
인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보다 가상공간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의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집중을 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공부의 적은 스마트
폰이 78.8%, TV 시청 12.5%, 게임 5%, 이성교제
3.7%가 뒤를 이었고, 공부 방법으로는 자율학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강의 15.9%, EBS
교재 강의 14.3%, 학원 6.7%, 과외 2.3%, 학교
보충수업

0.2%

순으로

나타났다[1].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스마트 폰을 공부의 주 적으로 생각하고
스마트 폰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잠시 차단을 하여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추세이다[2]. 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스마트
폰과 Wearable Device 에 HRV 센서를 연결해 사용해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HRV
센서에서 얻은 심박 데이터는 뇌파의 집중력 신호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8],

건강한

남녀

수백명을 대상으로 뇌파에 의한 학 습 능력과 심전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각각 진단한 결과, 학습능력 세부항목
중 특히 집중력 인지강도 인지 속도가 높고, 스트레스
세부항목

중

특히 교감신경

활성도

심장

노화도

심장부하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목표 성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 폰으로 장시간 공부나 책을 읽다

주제어

보면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집중력을 향상
시켜 주기 위해 HRV 센서를 사용하는 솔루션을

HCI, 멀티 미디어, 웨어러블, 상호작용, 콘텐츠

제안한다. 오늘날 Wearable Device 등으로 인하여,

1.   서 론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의 일부에

스마트 폰의 대중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생활하는데 빠질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는 컴퓨터의
기술이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부가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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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earable Device 는

2.   본문

기존의 모바일 혹은 데스크톱 형태의 기기를 사용자가

2.1   연구 배경

착용하기 편하도록 재설계하여 착용형 혹은 의복
형태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IT

기반의

연구에서 출발한 인터페이스 기술이다[3]. Wearable
Device

는

사용자와

직접

인터랙션

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Wearable Device 는 착용형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정보 제공은 Wearable Device 내에서 시각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효과적인
UI/UX 를 표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Wearable

Device 가 제공해 줄 수 없는 시각 데이터 정보를
사용자에게 익숙한 UI/UX 를 통해 더욱 시각적으로

그림 1 교감신경활성도와 집중도 그래프

제공해줄 수 있다.
건강한

본 논문에서는 HRV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남녀

수백명을

대상으로

뇌파에

의한

공부할 때의 심박수를 저장하여 집중도를 체크해

학습능력과 심전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각각 진단한

집중력 향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어떤 과목에 흥미가

결과, 집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감신경활성도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 심박 데이터를 활용하여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4].

시각데이터로

피드백을

전해줄

수

있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고 사람마다 공부의 평균시간을 구해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 공부시간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안을 제공 하고자 한다. 또한 Wearable
Device 를 스마트 폰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두
기술의 융합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중요한

일을

마주치게

되면

사람의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고, 근육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긴장을 하게 된다. 안정 시에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영향을 입어 내장근육에 더 많이 가던 혈액의
분포도 뇌와, 근육조직으로 집중이 된다. 신경계에서도
동공이 커지고 소리 등 각종 자극에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증가하게 된다[5].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 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효과적일 것이다.

3.   시스템 구현
3.1   MCU
MCU 는 수험생을 위한 집중력 향상 시스템 솔루션의
프로세서로 기존의 Arduino Uno R3 와 Bluetooth
Shield 가 합쳐진 Jarduino-Uno-BTmini 를 사용한다.
14 개의 Digital Pin 과 8 개의 Analog Pin 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내장된 Bluetooth 기능을 사용하여 핸드폰
App 과의 데이터 송·수신으로 심박 데이터 전달 기능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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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센서 모듈 시스템

4.   제안

HRV 센서는 [그림 2]과 같이 MCU 의 A12 PIN 과

하드웨어적 구성요소와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연결 되어있다. 심박 데이터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연동함으로써 각각의 기술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통해서 평균 데이터 값을 산출하며 주기적으로 받는

있는 시스템을 [그림 3]와 같이 구성하였다.

데이터를 평균 데이터 값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심박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핸드폰 App 에 송신한다.
진동 모듈은 MOSFET 에서 전원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구현과정에서 진동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멤브레인 버튼은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스마트폰을
손대지

않고

차단할

수

있으며,

진동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차단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림 3 집중력 향상 웨어러블 구상도

고시생 또는 수험생을 선정하여 구성된 이 솔루션은
[그림 3]와 같이 집중력 향상 웨어러블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여 사용자의 공부에
대한 집중도와 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그래프로 알아볼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림 2 HRV 센서를 통한 심박수 전달

4.1   집중도 측정

3.3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통신은

실시간

채팅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장 시킬 수 있고,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실행되면서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이 잠금 되어 있어도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Wearable Device 기술로 구성된 집중력 향상
웨어러블은 수험생의 자신이 설정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박 데이터와 시각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다.
집중도를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이 간편하며 API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중도를

가능하다.

시간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심박수 데이터를 과목별

안드로이드는 자바를 기반으로 하며 라이브러리와

시각 데이터로 나타내는 2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SDK 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안드로이드

특히 공부하는 도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6].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여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이용하여

다른

스마트폰은

기기간의

상황

인지

통신이

시스템을

이루는

여려

시스템을 복합하여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기반

프레임

워크가

존재한다[7].

즉

안드로이드는 원하는 기능과 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출된 집중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공부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데이터가 쌓이면 평균 집중도에 떨어지는 과목들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집중도는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선정한 과목에 대해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고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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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흥미도 분석

4.5   어플리케이션 구성

중도 측정은 단순히 자신이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흥미도 분석은 측정된 집중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이 공부한 과목에 대해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그러므로 집중도
측정의 기능을 확장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PP 디자인 내에서 피드백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UI/UX 를 채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각 데이터를 쉽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흥미도 분석 시스템은 주로 집중이 잘 안되는 과목에

그림 4 어플리케이션 중요 UI / UX

대해 피드백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데이터

제공한다.

시각화를
또한

통해

분석된

피드백을

공부

패턴을

활용하여 적절한 패턴 사이에 낮은 흥미도의 과목을
추천해 조금 더 과목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림 4]의 어플리케이션 구성은 시각화 된 집중도 데이
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형 그래프를 채택하였고 평균
심박 데이터를 제공해 집중도와 자신의 심박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집중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킨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집중도 측정 시스템을 표현하기

4.3   스트레칭 유도

위해 화면의 중앙에 집중도 그래프를 배치하였고, 탭뷰를

많은 수험생이 공부를 통해 스트레스를 겪는다.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

공부는 학습할 내용에 집중을 해서 기억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행위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온전히

집중하는데

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익숙한 내비게이션 드
로어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익힐 시간을 줄일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칭 유도는 공부를 통해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공부시간을 더 늘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하였다. 분석한 공부

5.   실험 및 기대효과
5.1   실험 설계

패턴을 활용하여 평균 공부시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스트레칭을

유도하며

긴장을

완화

할

수

있게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시를 앞둔 수험생 각 50명을 선발

도와주도록 설계 하였다. 따로 수험생이 스트레칭 관련

하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험 방법은 각 50명 중에

영상이나 가이드를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50%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트레칭 관련 영상과 가이드를

공해 주고(A) 나머지 50%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

제공한다.

지 않고 어플리케이션만 제공해주는(B) 집단을 선발하여
리커트 5단계 분석 척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

4.4   사용자 커뮤니티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고시나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용자의 공부패턴을 제공해

상 실험 결과가 (A)집단이 (B)집단보다 높은 값이 나오면
실험을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험생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였다.
SNS 의 장점인 같은 목표의 사람들끼리 서로 궁금한

[설문 1]

점을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제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하였다.

-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직접 잠금 하
는 것보다 더 편리한가?
[설문 2]
- 집중도 분석 결과와 흥미도 분석 결과가 맞게 제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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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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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커뮤니티

5.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를 통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부 패턴을 익힘으로
써 공부에 더욱 흥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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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플리케이션과 집중력 향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6.   결론
스마트폰을 사용자의 의지로 차단함으로써 집중도와 흥
미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공부 패턴을 제공 하고 공부 커
뮤니티를 활용하여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와 줄 수 있다고 예측한다. 해당 실험을 통해 향후에는 공부
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의지
로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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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요약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며, 고령자를 위
한 IT 기술 분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0대 이
상 노인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2016년 62%인 것으로
나타나며, 스마트폰에서도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스마트폰의 사용 서
비스를 보면 단순한 기능(e.g., 전화 걸기/받기, 문자 보
내기 등) 제공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령자의 IT 제품 사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2명의 고령자
를 대상으로 음성인식 가상비서 제품의 사용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그들은 원하는 정보의
정확하고 쉬운 습득, 간단한 대화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성인식 가상비서에 흥미를 보였지만,
사투리를 포함한 특수한 용어 해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
자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음성인식, 가상비서, 고령자, 인공지능비서, 사용성,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 환경의 개선, 소득의 증가는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유엔 인구국에
서는 21세기 전반 글로벌 기대 수명이 7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출산율은 1950년 5명에서 오늘날
2.5명으로 감소하였는데[1], 이는 전 세계가 고령화 단
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
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5], 전 세계에
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IT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작은 화면과 터치 기반 제
품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 화면
과 터치 기반이 아닌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의 사용
성이 고령 사용자들의 사용성에 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에게
IT 제품 사용에 있어 좀 더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 사용자를 위한
가상음성인식 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해 연구한다.

2.1. 고령화 및 고령자
한국 민주시민교육원에 의하면, 고령화란 ‘한 사회가 노
년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사회가 전
체적으로 노쇠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UN은 고령
화 사회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일 경우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1980년 65세 이상
의 고령 인구는 3.8%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에 따르면 고
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
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4].
2.2. 고령자의 특성
고령자는 시력과 청력, 기억력 등의 저하와 더불어 근
력의 저하가 일어난다. 시각은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
짐에 따라 안구가 축소되는 노안 증상으로 인하여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빛을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되는데, 특히 짧은 파장의 색상을
구별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한다. 청각은 고음을 듣기
어려워져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벨 소리 등을 듣기 어
려워진다. 그러나 자연음성보다 기계 음성을 인지하는
것은 젊은 사용자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근력의 저하로
인하여 손으로 집는 행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좁
은 곳을 터치하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2],[7]. 현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IT 기기들의 대부분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
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2.3. 인공지능 음성인식 가상비서
음성인식 가상비서란 사용자의 음성언어를 통해 사용
자의 습관이나 행동패턴들을 학습하여 사용자 개인에
게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폰의 ‘Siri’와 구글의 ‘Google Now’, 아마존의
‘Echo’, 삼성의 ‘Bixby’ 등 글로벌 업체들은 다양한 제
품을 출시하여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
의 ‘Siri’는 애플 사의 IOS 제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처음의 단순한 비서업무
에서 현재는 상황에 맞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즐거움
을 주기도 하지만 아직은 복잡한 사용자의 명령은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6],[3]. 아마존의 ‘Echo’는 원거리에
강점이 있는 제품으로 스마트홈 주도 목적의 블루투스
스피커 형식의 제품이다. 아마존의 독자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 ‘Alexa’를 사용하고 있다. 각종 스마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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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연동하여 사용되며, 현재 작은 버전의 ‘Echo dot’
도 출시되어 있다[3].
국내에서는 SKT의 ‘NUGU’를 시작으로 KT의 ‘GiGA
Genie’, 네이버의 ‘Clova’, ‘프렌즈’ , 카카오의 ‘Kakao
mini’ 등 다양한 제품들이 발매되었다. SKT의 ‘NUGU’
는 국내 최초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 형식의 원통형으로 되
어 있다. 우리말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며,
BTV와 연동하여 스마트 TV를 제어하고 있다. KT의
‘GiGA Genie’는 앞선 제품들과 다르게 인공지능 음성
인식 스피커 뿐만 아니라 TV와 연결하여 셋톱 박스 기
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료 중 비슷한 의미를 지닌 자료들끼리 모아 정보를 구
조화, 그룹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3.3. 인터뷰 질문내용
인터뷰는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 제품 사용 전/후로
구분하여 총 2차례 진행하였다. 제품 사용 전 인터뷰의
경우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에 관해 질
문하였으며, 제품 사용 후 인터뷰의 경우 사용성과 만
족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사
용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한 후 준비한 질문을 중심
으로 답변에 따라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보
완하였다.
표 1. 제품 사용 전 일상생활 인터뷰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령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성인식 가상비
서 서비스의 사용성을 연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0월 7일~8일, 10월 14~15
일 총 사흘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실제 제품 사용 및 인터뷰 방식을 이용하여 바닷가에
거주 중인 혼자 사는 83세의 여성분과 현재 아들 내외
와 함께 거주 중인 78세 여성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참여 조건으로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스마트폰에
서 전화를 주고받는 기능, 사진첩을 볼 수 있는 수준의
단순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전에 음성인식 가상
비서 서비스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을 대상으
로 하였다.
SKT ‘NUGU’는 국내 최초의 음성인식 가상비서로 한
국어에 특화되어 있다. ‘NUGU’의 특화된 음성인식 기
술은 사투리와 억양, 목소리의 톤을 인지할 수 있다[9].
또한,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가상비서라는 설정으로 다
른 제품들에 비해 사람과 비슷한 목소리로 설계되어 있
어 사용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8].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블루투스 스피커 형태로 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한
점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다양한 제품 중 SKT ‘NUGU’
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번
호

질문

1

집에 혼자 계실 때(혹은, 두 분이 계실 때)
주로 어떤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2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3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어떤 것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가

4

TV를 볼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가

5

TV를 시청할 때 불편했던 점이 있는가

6

통화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7

알람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표 2. 제품 사용 후 인터뷰

번
호

질문

인터뷰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

먼저, 1단계에서는 음성인식 가상비서 사용 후의 사용
감과 만족감, 또는 불편함 등을 비교하고자 고령 사용
자들의 현재 실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품을 사용해 보았을 때, 제일 재미있었던
기능은 무엇인가

2

제품을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

3

OOO한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었는가

4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렵게 느껴지게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5

기기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
(인식하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3.2. 연구 진행 방법

2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사용법을 안내함으
로써 낯선 제품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고령 사용자들에
게 거부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고령 사용자
들이 연구자와 함께 2~3시간 정도 사용해보도록 하였
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한다면 어
렵지 않은 용어로 답변을 드렸다.
4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연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령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사용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4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과 사진촬영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
료는 Affinity Diagram(어피니티다이어그램, 수집한 자

4. 연구 결과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 사용전/후 고령자들의 인터
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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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상시 혼자 있는 시간에는 TV를 주로 시청하는
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둘째, 음악을 들을 때는 원하는 음악을
바로 듣기가 어렵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83세의
여성분의 경우 카세트테이프나 CD가 아닌 음악이 내장
되어 있어 차례로 재생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음악을 듣
고 계셨는데, 이 기계의 경우 다음 곡이나 이전 곡을 선
택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휴대전화는 전화를 걸고 받거나, 사진첩을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
자 모두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또
한, 휴대전화의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해 문자를 보내거
나, 인스턴스 메시지 등을 사용할 줄 몰랐으며 주소록
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V 뉴스나 더빙이 아닌 해외
영화의 경우 자막의 크기가 너무 작고, 빠르게 지나가
자막을 읽기가 힘들어 자막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의 경우 소리에 의지해서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를 놓치면 다른 뉴스를 기
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반대로, 음성인식 가상비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후
원하는 정보를 바로 대답해주는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서비스는 주로 음악을
듣거나 날씨를 물어보았고, 오늘의 뉴스를 물어보는 서
비스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아리아~ 심심허다” 등
간단하게 대화를 걸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음
성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사용을 주저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기
계가 음성을 통해 답변해준다는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
낀다고 하였고, 음악을 검색하고 날씨를 이야기해주는
기능에서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스마트 TV와
의 연동 서비스 이용에서는 TV 제어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BTV, MBC 틀어줘”, “BTV, 소리키워줘” 등
BTV라는 이름을 꼭 불러야 하는 부분에서 차라리 리모
컨이 편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사용 후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e.g., 약 먹는 시
간 알람, 은행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자동이체,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전화 가능 등)에 대한 니즈도 발견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작은 화면과 세심한
터치가 힘든 고령 사용자들에게 음성을 이용한 가상비
서 서비스 제품을 사용한 후 사용성과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여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
해 연구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 사용 전, 스마
트폰과 뉴스 등을 시청할 때 작은 크기로 빠르게 지나
가는 자막을 보기힘들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
역에 거주하는 인터뷰 참가자의 경우 날씨 소개를 놓치
면 다음 뉴스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알 수
있었다.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 사용 후 몇 가지 긍정적인
점과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불편사항의 경우 사
투리와 고령자의 특수한 용어를 파악하지 못해 잘 못
된 답변을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 익숙하지 않은 이름(‘아리아’)
탓으로 계속 잘못 부르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하지
만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 제품은 기존 스마트폰에
비하여 쉬운 작동법으로 사용성에서 만족감을 보였다.

아직은
해주는
용자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지만, 질문했을 때 답변을
상황에서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고령 사
부르기 편한 이름과 약 먹는 시간 알림에 대한
등에 대한 니즈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의견을 통해 앞으로 고령 사용자를 위한 서
비스의 개선 방향으로는 사투리와 고령자들의 특수한
용어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재의 생활이 불편해도 익숙해
져서 괜찮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으나, 일상생활의 불편
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령 사
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복
용하는 약이 많아져 약 먹는 시간을 놓치거나, 잊어버
리고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알람 기능을 이용하여 약
먹는 시간을 매일 알려주거나, 전화가 왔을 때 전화기
가 멀리 있을 때 받으러 가는 것이 힘든 불편함을 스마
트폰과의 연동을 통하여 전화를 받고 걸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었다. 특히, 바닷가의
파도 높이 등 기상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령 사용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자 수가 총 2명으
로 결론을 내기에는 실험 모수가 부족하며, 음성인식
가상비서 서비스 사용 후의 인터뷰의 질문으로 고령자
의 흥미성, 용이성, 만족도, 이해도에 대한 적절한 답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후 인터뷰 보강
과 인터뷰 질문 내용을 수정하여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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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에이전트의 음성 이해 오류 발생시 효과적인 재발화를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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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발화 형태와 이를 모델링하는 시스템의

요약문

능력 간의 불일치때문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음성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 중 음성 이해

이해 오류는 발화 내용이 시스템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재발화 유도 전략에 따른
사용자의

발화

패턴과

오류

회복률,

포함하거나(Out of Application), 시스템이 해석할 수

오류를

없는 문법을 사용하거나(Out of Grammar), 음성

회복하기까지 걸린 대화 시행(turn)수와 사용자의

인식 자체를 실패하거나(ASR Error), 발화의 시작과

좌절감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Wizard-

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End-point Error)

of-Oz 실험 방법론을 기반으로 가상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여

실험을

발생한다.

진행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 47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뒤

이러한 음성 이해 오류 중 Out of Application 문제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류의 원인과 예시를 함께

Out of Grammar 문제는 다른 원인들에 비해

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의미 자체가 이전

사용자의 재발화를 유도함으로써 오류 발생을 줄일

발화와 달라지는 변화(Change)패턴을 가장 많이

수 있다. 두 문제는 음성 인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보였다. 또한, 오류 회복률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기능과 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해,

오류를 회복하기까지 걸린 대화 시행(turn)수도 가장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이 무엇인지에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오류의 원인 전달

대해 사용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전략은 통제 조건인 단순 반복하는 전략과 비교했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이 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 있는 기능 범위 안으로 사용자의 재발화를

향후 대화형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상황에 대한

유도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재발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사용자의 적절한 재발화를

있다.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스템은 “다시
말씀해주세요”와 같은 단순한 문장을 통해 사용자의

주제어

재발화 유도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가

대화형 인터페이스 , 오류 회복 전략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여 다시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재발화를

1. 서 론

유도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 시스템과 인터랙션하는 대화형

적절하지 않은 재발화는 반복적인 오류 상황을

에이전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초래하며 이는 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르면 반복적인 오류 상황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부정적인

그러나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해

음성

이해

오류(Understanding

영향을 미치며 부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발생시키기

errors)를

때문이다(Sanders, Le & Garofolo, 2002; Walker,

일으키게 된다. Bohus 와 Rudnicky (2005) 연구에

Litman, Kamm & Abella, 1998)

따르면 이는 사용자의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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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적절한 재발화를 유도할 수

Rudnicky, 2005). 그 중, Bohus 와 Rudnicky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재발화 유도 전략을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음성 이해 오류는 사용자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발화

발화와 시스템 모델링의 능력 간에 차이가 생기면서

전략에

발생하며 크게 네 가지로 발생 원인이 분류된다.

따라

사용자가

단순히

이전

문장을

반복하거나 문장 구성을 바꾸어 말하거나 단어를

먼저, Out of Application 문제는 사용자의 발화가

바꾸는 등 사용자의 재발화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메인 혹은 기능 범위를

수 있다(Shin, 2002; Choularton & Dale, 2004).

벗어난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재발화 전략에 따라 특정한
원인(Out-of-Application,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Out-of-

Grammar 문제는 사용자의 발화가 도메인과 응용

Out-of-Grammar)을

범위 내에 있지만 시스템이 모델링 할 수 없는 문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여전히 사용자가

사용하여 발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세 번째 원인으로

어떤 원인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ASR Error 는 시스템의 음성 인식 모델링 오류로

알기 어렵다.

인해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가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ut-of-Application, Out-

“목요일 아침”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of-Grammar 원인으로 인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음성

아침”으로 인식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End-point 오류는 사용자 발화의 끝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재발화 유도 전략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해 사용자의 발화를 중단시키거나 발화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재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력 신호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있는 문제들을 말한다.

이해

오류

하는지,

발생시,

혹은

도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오류의

전달하는

것이

2.3 음성 이해 오류 회복 전략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오류의 원인과 더불어
발화 예시까지 전달하는 전략을 함께 비교해보고자

두 가지 오류 중, 오인식 오류는 비교적 오류 회복

한다.

전략이 명확하다. 이는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발화를

2. 이론적 배경

시스템의

확인하는 명시적 확인(explicit confirmation)과 다음
발화

속에

시스템이

이해한

사실을

내포함으로써 확인하는 방식인 암묵적 확인(implicit

2.1 음성 이해 오류(understanding error)

confirmation)전략으로 구분된다.

음성 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사용자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음성 이해

반면, 오인식 오류와 다르게 불가해성 오류는 오류

오류(Understanding

상황에

errors)

상황을

경험하게

따른

회복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다.

된다(Bohus, 2004). 이러한 음성 이해 오류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은 시스템이 앞서 발화한

크게 오인식 오류(misunderstanding)와 불가해성

내용을

오류(non-understanding)

발생했다는

두

가지로

다시

반복하는

사실만을

전략,

알리는

오인식
전략,

오류가

사용자에게

나뉘어진다(Hirst, McRoy, Heeman, Edmonds &

이전에 말한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바꾸어

Horton, 1994). 오인식 오류는 사용자가 말한 것을

말하도록 요청하는 전략 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들을

잘못 인식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불가해성 오류는

각각

음성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Rudnicky,2005; Goldberg, 2003). 또한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 오인식 오류는 사용자가 “서울 날씨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혹은 도움 메시지를 통해서

어때?”라고 물었는데 “부산 날씨 어때?”로 해석하는

불가해성 오류를 회복하는 전략도 있다. (Gorrell,

경우를 말한다. 반면, 불가해성 오류는 위와 같이

2002). 이러한 도움 메시지는 Bohus 와 Rudnicky

“서울 날씨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이를 완전히

(2005)의

“서우

재발화가 이전 발화와 의미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날이

어때?”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비교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연구들이

있다(Bohus

사용되었는데

&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특정 오류 상황을

2.2 음성 이해 오류 발생 원인

가정하기 보다는 전체 오류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음성 이해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류는 여러

때문에 특정 오류를 회복하는데 적절한 전략인지

가지가 있다(Constantinides & Rudnicky, 1999;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어떤 원인때문에

Bernsen, Dybkjær & Dybkjær, 2012; Bohus &

발생한 오류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73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본

연구에서는

Out-of-Application,

4.1 오류 전략에 따른 발화 패턴 결과

Out-of-

Grammar 로 인한 음성 이해 오류 상황에서 어떤

재발화 유도 전략에 따라 발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발화 유도 전략(단순히 반복하는 전략, 오류의

비교하기위해 기존 연구를 참고해 4 가지 기준(반복,

원인을 전달하는 전략, 오류의 원인과 예시를 함께

바꿔

전달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재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말하기,

변화,

그

외)에

따라

발화를

분류하였다(Shin, 2002; Choularton & Dale, 2004).

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사용자의 발화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킨 전략은 오류의 원인과 예시를 함께

3. 실험 방법

제시한 전략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오류의 원인을

3.1 실험 참가자

알려주는 전략은 65%, 단순히 재발화를 유도하는

실험 참가자는 연세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전략이 62%였다.

대학원생 47 명이며 남자 24 명, 여자 23 명이 실험에

100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4.62 살

90

(SD=2)이었다.

70

퍼센트(%)

80

3.2 실험 환경 및 실험 설계

)0
(0
40
30

실험은 피험자 내 설계로 진행하였으며 독립 변인은

%0

세 가지의 오류 회복 전략으로 단순 재발화 유도

0

10

5e4ea7

전략(통제 조건), 오류의 원인 전달을 통한 유도 전략,

9 순 반복 전략

오류의 원인과 함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예시까지
전략에 따른 사용자의 발화 패턴, 오류 회복률과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대화

c1a20e

371e5

원인8 예시 전달 전략

그림 1.전략별 발화 패턴 비율

전달하는 전략으로 구성된다. 종속변인으로 세 가지
오류를

5e415a6e
오류 원인 전달 전략

4.2 오류 전략에 따른 오류 회복률

턴(turn)수,

전략에 따른 오류 회복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의 좌절감을 평가했다.

전략별 전체 발생한 오류 중 회복된 오류의 비율을

실험은 Wizard-of-Oz 방식을 통해 실험 진행자가

계산하였다. 그 결과, 그림 2 와 같이 단순 반복

대화형 인터페이스 역할을 맡아 참가자와 대화를

전략에서 78%로 가장 낮은 회복률을 보인 반면 오류

진행하였다. Klemmer(2000)의 논문을 참고하여 웹

원인과 예시를 전달하는 전략은 94%의 높은 오류

페이지를 제작해 시나리오 상에서 사용될 에이전트의

회복률을 보였다.

발화 내용을 준비하여 즉각적으로 참가자의 발화에
100

전1 4 전체 오2 중 회5 0 오2 6 율(%)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에이전트의 음성 파일은
아마존 Polly 를 사용하였다. 대화 과제는 기존 선행
연구와 기존 서비스를 참고해 비행기 예약, 공간 대관,
피자 주문 과제로 구성하였다. 모든 시나리오는 상호
주도(mixed-initiative) 대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90
80
70
)0
(0
40
30
%0
10
0

단7 3 5 전1

참가자는 제시되는 과제 이미지를 보고 대화형

오2 원인 전달 전1

원인과 9 8 전달 전1

그림 2. 전략별 오류 회복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시된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4.3 전략 별 오류 회복에 걸린 대화 턴(turn) 수

이때, 시스템에 대한 참가자의 좌절감을 측정하기

결과

위해 발화를 한 이후 시스템의 답변에 대한 짧은
평가를 하도록 했다.

재발화

4. 실험 결과

턴(turn)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유도

전략이

오류

회복에

걸린

대화

일원 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OVA)을 통해

실험 결과, 총 2466 번의 발화가 있었고 그 중,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1 을

451 번의 오류 상황이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하고

사용하였다.

회복하기까지 겪은 오류 상황을 모두 포함한 오류
회복 시행(turn)수는 890 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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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략 별 오류 회복에 걸린 대화 턴(turn)수는

차이가 있었지만(p=0.006), 전략 1 과 전략 2(p=.26),

그림 3 과 같으며 전략 3(M=1.32, SD=0.50)이

전략 2(M=4.16, SE=0.14)와 전략 3(p=.16) 유의미한

전략

1 (M=2.27, SD=1.43), 전략

2(M=1.94,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D=1.01)에 비해 오류 회복에 걸리는 대화
턴(turn)수가 짧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에
따른 차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Mauchly 의
구형성 가정이 충족 되었다(W=0.90, p=.85). 또한,
세 전략에 따른 오류 회복에 걸린 대화 턴(turn)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92)=10.36, MSe=1.07,
p=.00, ! "=0.18).
전략

Bonferroni

간의

사후검증을

차이를

확인하기

사용해

대응별

전1 4 6 용자의 좌절감 점7 (7점 척0 )

다음으로

7.00

위해
비교를

6.00

). 00

(. 00

3.00

2.00

1.00

. 순 3 5 전1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략 1(M=2.27, SE=0.21)과

SE=0.07), 전략 2(M=1.94,
SE=0.15)와
전략
3
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러나 전략 1 과 전략 2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48)
전략

3(M=1.32,

원인과 예시 전달 전1

그림 4. 전략별 사용자의 좌절감 점수(7 점 척도)

5. 결론
5.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오류의 원인과 예시를 함께 전달했을

4.00

전3 별 오4 회복에 걸5 2 화 시행(tur) )수 평균

오2 원인 전달 전1

때, 의미 자체가 이전 발화와 달라지는 변화 패턴을

3.(0

가장 많이 보였으며 높은 오류 회복률 뿐만 아니라
오류를 회복하기까지 대화 시행(turn)수 또한 가장

3.00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좌절감에

2.(0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좌절감을 보였다. 이에
2.00

반해 오류의 원인만 제시하는 전략은 통제 조건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0

사용자가 실제 발화를 하는데 있어서 오류의 원인을
1.00

0 순 반복 전3

오4 원인 전1 전3

원인.

알고있는 것만으로는 시스템이 원하는 방향의 발화를

예시 전1 전3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전략별 오류 회복에 걸린 대화 시행(turn)수 평균

그렇기

4.4 사용자의 좌절감

때문에

Application

Out-of-Application,

문제를

해결하기

Out-of-

위해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의 원인과 함께 예시를

재발화 유도 전략이 사용자의 좌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ASSI 설문지의 곤혹도 요인을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측정하였으며 반복 측정 일원 분산분석(One-way

본 연구는 특정 문제 상황에서 재발화 유도 전략 별

repeated ANOVA)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사용자의 발화를 중점으로

먼저 전략 간 사용자의 좌절감은 그림 4 와 같으며

비교했으며 사용자의 좌절감까지 측정했다는 점에서

SD=1.06), 전략 2(M=4.16,
SD=0.98)에 비해 전략 3(M=3.86, SD=1.08)사용시
좌절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에 따른
사용자의 좌절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 분석한
결과, Mauchly 의 구형성 가정이 충족 되었다(W=
0.93, p=0.20). 또한, 전략에 따른 사용자의 좌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92)=6.25, MSe=0.75,
p=.003, ! " =0.12). 다음으로 전략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사용해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략 1(M=4.49,
SE=0.16)과 전략 3(M=3.86, SE=0.16)은 유의미한
전략

1(M=4.49,

의의가 있다. 또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오류 회복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5.2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발화

패턴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때, 의미 자체가 이전 발화와 달라지는
변화 (Change)패턴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변화
패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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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변화 패턴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and Research Workshop on Error Handling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in Spoken Dialogue Systems.

있을 것이다.

8. Gorrell, G., Lewin, I., & Rayner, M. (2002).

또한, 각각의 전략의 사용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Adding intelligent help to mixed-initiative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연구에서

spoken dialogue systems. In INTERSPEECH.

사용된

원인과

예시를

함께

전달하는

전략을

9. Hirst, G., McRoy, S., Heeman, P., Edmonds, P.,

사용하는 경우는 과제를 수행하기까지 소요되는

& Horton, D. (1994). Repairing conversational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대화

misunderstandings

시간과 연결되며 대화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시간까지

고려해

and

understandings. Speech

효율성

non-

communication, 15(3-

4), 213-229.

측면에서 전략의 사용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10. Klemmer, S. R., Sinha, A. K., Chen, J., La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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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신이 색각 인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한식색각검사표와 이시하라 검사표를

국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이상으로

보완한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
중
한식색각검사표는 여러 안과와 건강진단 센터에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색각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한천석 박사가 고안한 한식색각검사표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를 제외한 전문적인 검사 도구 연구가

높은 사용률을 보이지만 색각이상을 정확히 검사하는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다.[2]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각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제시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색각 이상의 여부와

우리는 색각 검사의 새로운 도구로써 색각의 인지

관계없이 정상인과 색각 이상자도 동등하게 즐길 수

또한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일반인들에게 색깔 인식 테스트가 가능한지 실험을

범위를 늘리고, 또한 색약인 사람과 일반인도 즐길 수

있다. 파일럿 스터디를 포함하여 정상인 11 명을
대상으로 게임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통해 검증한다.

응답자가 색각 검사 도구로서 신뢰성을 느꼈다.
하지만 색각 이상이 있는 피실험자를 찾지 못해
정확한 신뢰성은 판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본론

사용자 피드백을 꾸준히 보완한다면 색각 검사

2.1 기획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색각이상 자가 검사를 위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색맹 검사하는 도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 도구인

주제어

한식색각검사표를

이용하였다.

색각이상, 색각 검사 도구, 한식색각검사, 아두이노,
아두이노 센서, 게임 소프트웨어

1. 서 론
대한민국 전체 남자의 5.9%, 여자의 0.4%가 색각

그림 1. 한식 색각 검사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색각이상은 형질에 따라 추상체

한식 색판은 색점으로 숫자나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

또는 간상체에 이상이 존재하는 선천성 이상과 사고,
약물, 노화 등으로 인한 후천성 이상으로 나뉜다.
색각이상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녹색약이

색각이 정상인 사람들은 이 숫자나 패턴을 볼 수
있지만 색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거나 다른 것이 보이도록 색점들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

색각이상의 25~4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녹색맹,
적색맹, 적색약의 순서로 분포돼 있다.[1] 이들은

그림 1 의 경우, 색각이상의 강도를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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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표들(좌로부터 13 번, 15 번, 17 번 시표)로서 한
가지 예로, 13 번 시표를 강한 제 1 색각이상자는 2 로
읽고

강한

제

2

색각

이상자는

5

로

읽는다(그림 1 참조).
2.2 맵 디자인
색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색점 패턴을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색점 패턴을 맵 디자인의
게임 장애물로서 구현하기로 하였으며 피검사자들이

그림 4. 현재 제작한 맵 디자인

좀 더 자연스럽고 재밌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미로

추가된 구성으로, 왼쪽 상단에 HP 바를 배치하여
장애물과 바닥에 대한 색각 판정을 알 수 있다. 만약,

게임의 형식을 차용하기로 했다(그림 2 참조).

색점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게임을 포기하는
버튼을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였다(그림 4 참조).

2.3 게임 진행 방식
사용자는 키보드를 조작하여 입력값을 넣고 장애물의
색깔을 제어할 수 있다. 적색, 녹색, 청색의 3 가지
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값을 조절하여
장애물의 색을 미로의 바닥의 색과 비슷한 색으로
맞추게 되면 통과할 수 있다. 입력값 제어 장치는

그림 2. 맵 디자인 컨셉

아두이노 포텐셔미터를 이용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엔진으로 Unity 3D 를
사용하였다. 게임은 탑뷰(Top-view) 방식으로

만약 사용자가 장애물의 색을 바닥에 색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 색으로 맞춘 상태로 지나가려 한다면

사용자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바라보는 형식이며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이 감소하게 된다.

미로의 바닥과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색점으로
표현하였다(그림 3 참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사용자가 무사히 탈출구로
이동하게 되면 게임은 클리어가 되며 체력이 0 이 되면
게임을 종료하는 방식이었다(그림 5 참조).

그림 3. 초기 맵 디자인

개발 중간 단계에서 20 대 성인 정상인 남성 1 명,
여성 2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참가자

그림 5. 초기 게임 진행 장면

모두 색각 검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사용자는 키보드를 조작해서 캐릭터를 움직이지만,

평가하였다.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를 사용자가
조작하는 캐릭터와 장애물에 가까운 곳에 배치했고

아두이노 포텐셔미터로 장애물의 색상을 제어한다.
색상을 제어하면 아두이노 LED 가 각 색상마다

장애물의 개수를 줄였다.

5 단계의 세기로 불빛이 변한다. 그와 동시에 사용자가
조작하고 있는 포텐셔미터에 해당하는 색상을 게임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미지
형태로
화면에
띄운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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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두이노 센서 디자인
Unity 3D 엔진을 사용한 이 게임 소프트웨어는
키보드로 동작한다.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서
Unity 3D 엔진과 아두이노를 연결해주는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플러그인은 아두이노에서의 입력을 Unity 3D
상에서 인풋으로 변환해준다.
그림 6. 현재 제작한 게임 진행 장면

표 1. 설문조사 내용
평가 내용

질문내용

답변

색각이상

본인은 색맹 또는 색약인입니까?

예 / 아니오

이 게임의 흥미는 어땠는가

매우

여부
게임 흥미도

재미없음

보통

재미있음

재미없음
게임 난이도

이 게임의 난이도는 어땠는가

매우

재미있음
어려움

보통

쉬움

어려움
테스트 수용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본인이 색맹 검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는가

예 / 아니오

조작 편의성

컨트롤러의 조작 편의성은 어떠했는가

매우

불편함

도구 신뢰성

본 게임이 색맹 또는 색약 검사 도구로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 아니오

피드백
선호도

게임 조작 시 컨트롤러에 부착된 LED 에 의한
시각적 피드백과 게임 화면 상에 표시되는
시각적 피드백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컨트롤러에 부착된 LED

기타 의견

개선했으면 하는
기술해주세요

(자유서술)

있다면

자유롭게

역할을

부여한다.

아날로그

보통

편함

매우
편함

게임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적
피드백

실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 플레이 방법을
사전에 고지했고, 실험은 게임을 끝낼 때까지

포텐셔미터 3 개를 가지고 게임의 장애물의 색깔을
제어하는

매우
쉬움

불편함

부분이

매우

진행했으며 게임을 끝낸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인풋으로

시행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리커트 척도 방식과

포텐셔미터 장비를 사용하여 장애물의 색상을 적색,
녹색, 청색의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자유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다(표 1 참조).

아두이노 LED 를 통해서 포텐셔미터로 조절한 색상을
방출한다. 이 LED 등은 게임이 진행 중인 장면의 색을
방출하게 한다. 색각 인지 스펙트럼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설계한다.

3. 설문조사
20 대 성인 정상인 8 명을 대상으로 색각 검사
도구로서 게임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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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적
피드백

4. 결론 및 제언
제작한 게임을 이용하여 색약/색맹 이상 테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로의 바닥 색과 장애물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 스스로 조작을 한다는
방식이 실제 색맹 검사처럼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도구로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식색각검사표라는 색맹검사도구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게임을 무사히 끝낸다면 사용자는 정상적인 색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며 사용자가 도중
포기를 한다거나 플레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린다면
색맹이거나 색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파일럿 스터디를 실행한 정상인 3 명과 사용성 평가를

그림 7. 설문조사 히스토그램

실행한 정상인 8 명, 총 1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체로 다수의 피실험자가 색각 검사

개인마다 본 게임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정도가

도구로서 신뢰성과 흥미를 느꼈지만 색각 이상이 있는

다양했으며 재미있다고 느끼는 쪽이 우세했다. 시각적
피드백 추가와 RGB 조절 레벨 값을 줄였음에도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어렵다고 느끼는 쪽이 매우 우세했다. 색상 혼합에

맵 구성과 조작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어려워하는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게임이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검사를 받는다고 느낀

피실험자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레벨

쪽이 매우 우세했다. 또한 색각 검사 도구로서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파일럿 스터디와 사용성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한 쪽이 우세했다. 아두이노로
제작한 컨트롤러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컨트롤러

평가를 진행한 결과 복잡하지 않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색 조합 자체에 어려워하는 피실험자가 많았지만

자체의 개선사항은 없었기에 지난 파일럿 스터디

사용자 피드백을 꾸준히 보완한다면 색각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그림 7 참조). 피실험자 모두 게임 화면에

소프트웨어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를 하였다.

표시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선호했다(표 2 참고). 기타
의견으로는 컨트롤러의 인식이 느린 문제, 색상
조합의 예시와 장애물 통과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또한 피실험자의 일부분은 학습게임이나
오락용 퍼즐게임의 요소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표 2. 피드백 선호도 조사
평가 인원

1

2

3

4

5

6

7

8

컨트롤러에
부착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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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이어져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디자인
연구의

선행

단계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한

사용자경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존의 범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편이므로 이와

분석하였다. 여성에게 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는 일상적으로 겪는
‘길거리 괴롭힘(성적 괴롭힘)’에 근거한다. 조사 결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김지선,
2004).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서비스로 연주 주제를 선정하고, 사용자

여성들은 길거리 괴롭힘에 있어 주로 회피행동을
취하고 있었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후회나
자책과 같은 부정적 감정 및 적극적 대응의 어려움을

개인의 행동 패턴에 기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하고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있었다.

또한

기존의

범죄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예방', '조치'라는 적극적인 행동에만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려움 및 부정적 감정의

통해 문제점 도출 및 특징을 분석해 본 후, 이를
기반으로 기존 범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두려움 및 길거리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경험 조사를

완화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대응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주체성을 향상시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제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관된 결과는 두려움의 수준과 그에 대한 반응을

여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적 괴롭힘, 길거리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변인은

괴롭힘, 경험디자인, 어플리케이션

‘성(gender)’이라는
점이다(김지선,
2004).
범죄두려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여성의 범죄에 대한

1. 서론

두려움 수준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7 배 정도

1.1 연구 배경

높다(통계청, 2017).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범죄피해에

이러한 여성의 높은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한 불안이나 우려와 같은 심리적 반응(Garofalo,

가장 지배적인 주장은 ‘성폭력 그림자 가설(the

1981)으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조은경, 1997)을 말한다. 실제 범죄를 겪지

shadow of sexual assault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이는 여성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강력하기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안감은 안정감을

때문에 다른 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느끼기 위한 신체적 제약 및 주변 경계, 물리적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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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가 성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밤에 나를 따라오는… 밤에 길을 걸을 때 내

믿는 것이다(Ferraro, 1996; 김은영, 2012). 성폭력의
그림자 가설은 특히 젊은 여대생들의 표본에서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을 가장 경계 해.”
3.2 행동제약

잘 나타나며, 밤 시간대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참가자 대부분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Wilcox, 2005; 박철현, 2014).

방법밖에
없다고
응답했으며,
몸을
지키는
의식적으로 빨리 걷거나, 호신용품 소지, 신고태세를

김지선(2004)은 여성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갖추는 등 자기 규제적인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는 여성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일상의 제약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폭력 및 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목에 거는 호신용 벨을 가방에 넣고 다녀.

분석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지만
그동안 피해유형으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즉 길거리 괴롭힘(Street

소리가 엄청 커. 항상 그걸 들고 다녀. 손에
전화기도 쥐고 가고….”

harassment)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112 에

‘길거리 괴롭힘’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차에

전화하고 끊으면 바로 위치가 전송돼. … 밤에
걷거나 운동가기 전에 112 찍어놓고 통화버튼만
누르면 되게 해놓고 나가. 그러면 약간 안정감이

의한 폭력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길거리 및
공공장소 등 타인과의 대면접촉이 잦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적대상화를 의미한다. 그 범위에는

있어.”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괴롭힘이 있으며 가해 행위에

3.3 범죄사건 인지

기준을 두기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해 경험자가
얼마나 대상화되고 위협받고 공격 당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괴롭힘을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비롯하여 뉴스, SNS 등을
통해 높은 빈도로 범죄 사건을 접하고 있었다. 언제나

정의한다

자신에게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인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국내의 경우 2015 년 이후
온라인 페미니즘 흐름이 형성되고 공중화장실, 술집
등의 몰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성폭력 문제의

범죄 사건을 접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규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일상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기사 위주로 자주 찾아봐. 쳇바퀴

3.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용자경험조사

돌 듯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20 대

조심해야지….”

여성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범죄 관련 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는 참가자 1 명당 약 1 시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참가자 동의 후 인터뷰

보게 돼.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매주 보고 …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남
일이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필사를 거쳐
중요문장들을 Open Coding 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3.4 길거리 괴롭힘 피해 경험과 회피행동

3.1 범죄에 대한 인식 :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1. 길거리 괴롭힘 피해 장소

범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참가자 전원이
성범죄를 떠올렸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여성,

지하철

버스

길거리

도서관

가해자는 남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밤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남성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2명

4명

5명

1명

인터뷰 참가자 전체 10 명 중 8 명이 1 회 이상 길거리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길거리

있었다.
“범죄라고 하면 성범죄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이게 정말 나랑 멀리 있지 않다고 느끼고

괴롭힘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회피행동으로
이어졌다.

있습니다. 나의 일이고 그게 내 생활에 밀접하고
위협이 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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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정적 감정과 잊히지 않는 기억

“나는 고의인 거 알겠는데 솔직히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그러면 미친년으로 몰 수 있으니까…
약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싶은 게 있지.”

‘자신의 대응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전원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줄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평소에 찾아보는 사람이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
기억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어디 있겠어.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예방할 생각도 안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아쉬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발생했고, 소극적

교육조차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해.”

대응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3.7 경험의 확장
길거리 괴롭힘 피해 경험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있음을 경험했다.

현실에 대한 각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범죄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충격이었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상황에서 왜 가만히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즉, 피해자들에게 괴롭힘

있었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경험은 체화된(embodied) 현재의 문제이며 이를

"나는 직접적으로 위협이 가해진 건 아니고
시각적인 불쾌함을 겪은 거잖아. 그래서 큰 건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감정 소모를 겪어야
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관련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건 있어도 잊어버려 지지는 않는 것 같아."

않길 희망하고 있었다.

3.6 대응 방안 부재 및 대응 행동의 어려움
회피행동을

한

이유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말 해소하기 힘들었는데 어떡하겠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해야 할 경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할지

잘 겪은 일인 거 같긴 해. 왜냐면 나한테 큰
피해는 없었고 나중에 일어날 큰일에 대비할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대응방안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자신의 불쾌함 표현 또는 신고와 같은

계기가 되니까.”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의 자책과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 방안 및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 지하철 노선별 고객센터 정리해서

수 있다.

친구들한테 다 뿌렸어.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으라고.”

“크게 얘기했으면 며칠을 잠 못 자지 않았겠지.
왜 허리 만지세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그 말을

이처럼 길거리 괴롭힘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우,

못 한 게 너무 후회돼… 대처할 줄 몰라서.

부정적 감정 경험을 통해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및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하지만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는 여러 층위의

발견할 수 있었다.

어려움이 존재했다. 자신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도
있다는 자기검열, 강간 범죄에 비해 가벼운 정도라는

4. 범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생각, 주변 시선 의식,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은 상황을 더욱 회피하게

두려움을

완화하는

4.1 기존 어플리케이션 분석

피해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었다. 관련 정보를 인지하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예방하거나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없기 때문에 피해 및 대응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어플리케이션은 ‘정보제공’과 ‘조치’로 구분될 수

못하는 것이다.

있다. ‘정보제공’은 사용자가 미리 범죄와 범죄자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만들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접적인

목적이며, ‘조치’는 범죄 발생 시 신고 혹은 위치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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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범죄 불안감에

것에 그 목적이 있다(김은미, 2016).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심층인터뷰 결과 정보제공의 경우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범죄관련정보는

‘경각심을 알려주기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범죄자정보 및 범죄신고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될 것 같지 않아 금방 지웠다’는 의견과, 조치의 경우
‘아무리 신고 앱이 있어도 (피해를) 당하면 절대 못

기능이며, 우범지역정보는 사용자에게 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범죄 예방과 조치라는
적극적 행동의 측면에 집중하여, 여성들이 겪고 있는

표 2. 정보제공 사례 분석
앱

범죄관련

우범지역

성범죄자알림 e

성범죄자 신상정보

-

생활안전지도

해당지역 신고정보

우범지역 및
안전녹색길

부정적 감정 및 대응의 어려움과 같은 경험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사용 및 이를 통한 두려움 감정
완화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신고는 112 혹은 미리

4.2 경험에 초점을 맞춘 어플리케이션 분석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위치전송은 GPS 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며, 기록은 사용자의 현재

본

절에서는

주요기능으로

상황에 대한 사진, 동영상, 음성을 저장하여 범죄

길거리

괴롭힘의

하는

비영리

경험

공유를

국제연대의

할라백(Hollaback) 사례와 할라백에 영향을 받아
한국형
길거리
괴롭힘
실태를
모으는

상황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장소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안전장소를 알려주거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안심귀가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연계하는 기능을

넌진상(non-jinsang)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말한다.
표 3. 조치 사례 분석
안전
장소

신고

위치
전송

기록

전화/문자

-

-

SOS
누르미

전화

-

-

세이퍼웨이

전화/문자

가능

동영상

-

안전귀가
프로젝트

실태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길거리 괴롭힘 경험을 아카이브 한다. 지도에서

전화/문자

가능

음성

-

분홍색 지점은 길거리 괴롭힘이 발생한 지점이며,

가능

사진/
동영상

안심귀가
스카우트

앱
112
긴급신고

안심이

전화/문자

가까운
경찰서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

그림 1. 할라백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할라백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길거리 괴롭힘의

녹색 지점은 길거리 괴롭힘을 발견하거나 도와준
지점이다. 이처럼 피해자와 목격자가 해당 장소를
표시하며 함께 지도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야기 공유
및 목격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할라백은 이를 통해
길거리 괴롭힘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존재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예방보다는 주로 조치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제임을 알리고자 하며, 길거리 괴롭힘 근절을 통해

조치 카테고리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전화나
문자를 통한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누구나 공공장소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여성들의

할라백 코리아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조기숙(2016)은 이러한

의한 제보가 대부분이며, 2016 년도 이후 공유된
경험은 없다. 주 언어가 영어이므로 한국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유용성, 신뢰성, 경고성, 수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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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제한이 있어 현재로서는 단순한 기록 보관에

접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감정적

그치고 있다.

위로를 공유하고, 이러한 피해 경험들의 존재를
인지함으로써 길거리 괴롭힘의 심각성 및 대응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심층인터뷰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자신의 피해 경험 및 관련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때,
사용자들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넌진상 웹사이트

넌진상은 한국의 길거리 괴롭힘 사례를 기록하는
웹사이트로 길거리 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 기반한 적극적 대응은, 길거리 괴롭힘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하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괴롭힘의 행위자인 ‘진상’을 제보 및 퇴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험자와 목격자가 ‘진상’에 맞서는 힘과
노하우를
길러
길거리
괴롭힘을
없애고

기대된다.

사사의 글

공공장소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넌진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본 결과물은 서울시 지원으로 수행한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CAC15113)」의

아름다운재단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16 년도 이후 공식 업데이트가

결과입니다.

없었으며, 2017 년의 경우 4 건의 사례가 제보되었다.

참고문헌

넌진상 웹사이트는 전반적인 구조 및 디자인
요소들이 단순하게 구성되어있어 좋은 사용자 경험을

1. 통계청. 범죄 두려움. (2017).
2. 한국성폭력상담소. 난다 뛴다 다른 몸. (2016).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길거리

3. 조은경.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괴롭힘 피해자들은 이곳을 통해서나마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있었다.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11(2), (1997), 29-51.
4. 김지선.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왜 하루하루 바쁘고 소중한 내가 그런 일에

구성과 결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분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은

176-193.
5. 김은영.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여성 :
성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게 되었고
오늘 글을 씁니다.’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한국치안행정논집, 8(4),

위의 사례는 오늘날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 피해
경험을 말하고, 서로의

(2012), 169-193.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6. 박철현. 범죄의 두려움에 드리워진 성폭력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림자. 피해자학연구, (2014), 22(2) : 37-62
7. 김은미, 김제아, 박윤하, 윤재영. 여성범죄예방

5. 결론

어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어플리케이션은

여성들은

정보제공을

한국디자인학회

8. 조기숙, 스마트 모바일 안심귀가 애플리케이션이
범죄 불안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2016)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경험 및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5): 50-51.

서비스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사용자경험조사에
기반하여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사례

9. Garofalo, J.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통한

Criminology, 72(2), (1981), 839-857.

범죄예방과 신고를 통한 조치 기능에 집중하여
현재의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0. 할라백, http://www.ihollaback.org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험 공유’의 관점을

11. 넌진상로드, http://www.jinsangroad.org

제시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타인의 사례를

- 744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화면 훔쳐보기 문제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위한 연구
Towards a Broader Understanding of Shoulder-surfing Problems
이세희, 조재민, 신동화, 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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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컴퓨터 인터랙션 연구실, 컴퓨터공학부, 서울대학교
Human-Computer Interaction Laborator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hlyi, jmjo, dhshin}@hcil.snu.ac.kr, jseo@snu.ac.kr

요약문

일상적인 문제를 다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화면 훔쳐보기 문제(shoulder-surfing problem)를

온라인 설문(n = 350)을 수행하고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화면 훔쳐보기 문제에 대해 탐색하여 보다

다룰 때, 패스워드나 스마트폰 잠금 해제 패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넓은 관점에서 훔쳐보기 문제를 돌아보려 한다.

2. 설문 목적

이루어진 반면 사적인 문자 보내기 같은 일상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려는 연구는 드물다. 이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면 훔쳐보기

본 설문의 목적은 사람들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할 때
주변의 사람이 화면을 훔쳐봄으로써 사생활 침해

문제를 보다 넓게 이해하기 위해 대규모의 온라인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설문(n = 350)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용자 인증 과정 뿐만

중에서도 특별히 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 이외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거나

아니라 문자 작성, 사진 탐색, 영상 재생 등의 가벼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상황에서도 훔쳐보기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설문 방법

주제어

본 연구에서는 Google Consumer Surveys (GCS)
[10]를 이용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훔쳐보기 문제에

사생활, 화면 훔쳐보기 문제, 온라인 설문조사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은 총 8 개의 질문으로

1. 서 론

이루어 졌다(표 1). 첫번째 질문(Q1)에서는
사용자들이
평소에
화면
훔쳐보기
문제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장비들이
개인화 되면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들을 대용량

경험하는지에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버스, 지하철, 카페와 같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한 기기를 쓰게

문제를

할 수 있었고, 훔쳐보기 문제를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한 참가자들은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problem)라고

질문 2 부터 5 까지는 훔쳐보기 문제가 발생하는

부른다.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Q2: 장비,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화면 훔쳐보기 문제들 중에서도

Q3: 태스크, Q4: 장소, Q5: 공격자). 질문 6 에서는

심각한 정보를 다룰 때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참가자들이 왜 사생활 침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적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

두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패스워드나 PIN 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3,4,6],
인터페이스[2,8,14],

혹은

그

7 에서는 해당 상황을 하루 몇 번 정도 경험하는지,

외의

질문 8 에서는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적도록
함으로써(5 점 척도, 5=매우 불편함), 각 상황들에

장비들[1,5,7] 등이 있다. 하지만, 문자 전송과 같은
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화면 훔쳐보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질문이었다. Q1 에서 훔쳐보기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만 나머지 7 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문제를 HCI 커뮤니티에서는 화면

데스크탑

물었고,

situation”)라는 두 응답 중에서 고르는 객관식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장비의 화면이

문제(shoulder-surfing

여부를

경험했다(“I have experienced such a situation”)와
경험하지 못했다(“I have never experienced such a

저장 및 처리하게 되었고, 이런 장비들의 이동성이

훔쳐보기

대한

오직

소수의

연구들[9,13]에서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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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면 훔쳐보기 문제 조사를 위한 8 개의 설문 문항
문항
Q1. Please recall one situation where you felt that your privacy was not guaranteed because other people watched the screen of your
digital device while you were using it. [객관식]
Q2. In that situation, which digital device were you using? [객관식]
Q3. In that situation, what were you doing with your device? [객관식]
Q4. In that situation, where were you when you were using the device? [객관식]
Q5. In that situation, who watched your screen? [객관식]
Q6. In that situation, why did you feel that your privacy was not guaranteed? [주관식]
Q7. During the last week, how many times on average have you experienced the situation in a day? [객관식]
Q8. In that situation, how uncomfortable were you due to the privacy issues? [5 점 척도, 5=매우 불편함]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2(장비)에 대한 가장

4. 결과 및 토론

주된

본 연구에서는 총 350 명의 참가자로부터 설문

답변은

스마트폰(71.7%)이었으며,

노트북(12.2%), 데스크탑(9.3%), 태블릿(5.4%)이 그
뒤를 이었다. 아주 소수의 인원(0.6%)은 공용

결과를 수집하였다. 그 중 40.6%의 참가자(142 명)는
여성이었고, 참가자들의 나이대별 참여비율은 거의

디스플레이(호텔의 체크인 모니터)를 사용할 때 화면

균일했다(18~24 세 15.4%, 25~34 세 15.1%,

훔쳐보기 문제를 경험하였다. 질문 4 를 통해
참가자들은 장소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회사, 학교,

35~44 세 19.1%, 45~54 세 18.6%, 55~64 세
15.7%). 설문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화면 훔쳐보기

가게와 같은 준-공공장소(semi-public place[12],

문제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195 명, 55.7%). 이

48.7%), 대중교통 수단과 같은 공공장소(public
place[12], 40%),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private

참가자들은 본인이 제시한 화면 훔쳐보기 발생
상황을 하루 한번 이상(M = 1.63 번) 경험하며, 이

spaces[12], 11.3%)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공격자로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M = 4.09).

제시된 것은 낯선 사람이 가장 많았고(55.4%), 그
외에는 지인들이었다(회사 동료 및 상급자 20.5%,

4.1 장비, 장소, 공격자

친구 12.3%, 가족 10.3%, 애인 0.5%).

참가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화면 훔쳐보기 문제를

표 2: 질문 3 (태스크)에 대한 답변. ‘*’는 Q3 에서 선택지로 제공된 태스크이며, 그 외의 태스크들은 주관적으로 서술된 응답임
태스크

응답 수

Q7 (M, SD)

Q8 (M, SD)

이유 (응답 수)

이메일 전송 및 확인 *

56 (29%)

1.61 (0.98)

4.05 (0.64)

R1(29)/R2(16)/R3(13)/R5(3)/R4(1)

사용자 인증 *

38 (19%)

1.32 (0.65)

4.21 (0.69)

R1(17)/R2(12)/R3(5)/R4(3)/R5(1)

사진 탐색 *

36 (18%)

1.64 (0.98)

4.06 (0.74)

R1(23)/R2(5)/R3(3)/R4(2)/R6(2)

문자 전송 및 확인 *

35 (18%)

1.49 (0.77)

4.06 (0.58)

R1(20)/R2(11)/R4(3)/R6(3)/R5(2)

영상 재생 *

18 (9%)

1.17 (0.37)

4.00 (0.67)

R1(11)/R2(4)/R3(1)/R4(1)/R5(1)

업무

3 (2%)

1.00 (0.00)

3.33 (0.47)

R1(1)/R2(1)/R3(1)

게임

2 (1%)

2.00 (1.00)

4.00 (0.00)

R1 (2)

웹 서핑

2 (1%)

1.00 (0.00)

3.50 (0.50)

R1 (2)

SNS

1 (1%)

5.00 (0.00)

4.00 (0.00)

R2 (1)

독서

1 (1%)

2.00 (0.00)

4.00 (0.00)

R1 (1)

일정 변경 및 확인

1 (1%)

1.00 (0.00)

5.00 (0.00)

R1(1)/R3(1)

계좌 확인

1 (1%)

1.00 (0.00)

4.00 (0.00)

R1 (1)

화상통화

1 (1%)

1.00 (0.00)

5.00 (0.00)

R7 (1)

195

1.63 (1.04)

4.09 (0.43)

합계 혹은 평균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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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 참가자들(55.4%)은 단지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 만으로도 사생활 침해

표 3: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한 이유
ID

이유

응답 수

R1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

108

R2

정보 노출

50

R3

본인의 특별한 상황

24

R4

불편한 감정

10

R5

지인이 훔쳐봐서

7

R6

공격자의 반응

6

R7

그외

13

가능성을 느꼈다고 응답했다(R1).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이유는 개인 정보의 노출로 인한
염려(25.6%) 였다. 참가자들은 이 응답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중요한”(P64), “사적인”(P116), “아주
사적인”(P194), “기밀의”(P222), “비밀의”(P223)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어떤 참가자들은 그
이유를
당황스럽거나(P208)
좋지않은
감정(P218)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이라고 응답했다(5.1%).

4.2 태스크

설문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행동이 반드시 노출되어야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표 2 에 정리된 것처럼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훔쳐보기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사하였다. 흥미롭게도,

아니었다. 한 참가자(P82)는 “그 [공격자]가 ‘어쩌면’

가장 많이 제시된 태스크는 사용자 인증이 아닌 메일

나의 비밀번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전송 및 확인 이었다.
태스크들을 문제 발생 빈도(Q7)와 문제 발생 시

실제로 사용자의 사적 정보/행동이 노출되지 않게

불편함의 정도(Q8)에 따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함과 동시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생활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참가자들이 가장 자주 사생활 문제를 경험하는
태스크는 사진 탐색(M = 1.64 회)였으며, 그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M = 1.61 회)과 메시지(M =

5. 결론

1.49 회) 확인 및 전송이었다. 참가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태스크는 사용자 인증(M =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가벼운 상황에서도
화면 훔쳐보기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21)이었으며, 사진 탐색(M = 4.06) 및 이메일 확인
및 전송(M = 4.05)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KruskalWallis H 테스트에 의하면 이 태스크들 간의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발생

문제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예: 사용자 인증)에서

빈도(χ^2(4) = 7.131, ns)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때문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HCI 커뮤니티가 가벼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훔쳐보기 문제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불편함의

정도(χ^2(4)

=

2.327,

ns)와

설문 결과에 의하면 화면 훔쳐보기 문제는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비의

특정

기능으로

주장한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연구를 위한

인해

다음의 세가지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발생하기도 하였다(3 개의 응답). 예를 들어, 두
참가자(P56, P108)는 예상못한 문자/이메일 알람이

•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예: 문자,
이메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예: 영상

화면에 나와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P127)는 화면 훔쳐보기
문제가 예상치 못한 사진 노출로 인해 발생했다고

청취, 독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 비동기 인터랙션(예: 알림)을 고안할 때 화면

응답했다: “최근에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훔쳐보기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때 사진 업로드 추천 기능으로 인해 나의 갤러리에만
묻혀 있어야 하는 사진이 갑자기 화면 상단에 떴다”.
때문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는

알림

및

• 사용자의 사적인 정보/활동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추천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화면 훔쳐보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염두에 둬야한다.

사사

4.3 이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이 논문은 2017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유(Q6)를 7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표 3).

연구임(No. NRF-2011-0030813).

- 747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참고 문헌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09),
913-916.

1. Andrea Bianchi, Ian Oakley, and Dong Soo
Kwon. 2010. The secure haptic keypad: a tactile

8. Alexander De Luca, Emanuel Von Zezschwitz,

password system.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Laurent Pichler, and Heinrich Hussmann. 2013.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Using fake cursors to secure on-screen
password entry.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Systems (CHI '10), 1089-1092.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2. Andreas Bulling, Florian Alt, and Albrecht

Systems (CHI '13), 2399-2402.

Schmidt. 2012. Increasing the security of gazebased cued-recall graphical passwords using
saliency mask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9. Malin Eiband, Emanuel von Zezschwitz, Daniel
Buschek, and Heinrich Hußmann. 2016. My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crawl hides it all: protecting text messages

Systems (CHI '12), 3011-3020.

against shoulder surfing with handwritten fonts.
In Proceedings of the 2016 CHI Conference

3. Daniel Buschek, Fabian Hartmann, Emanuel
von Zezschwitz, Alexander De Luca, and
Florian

Alt.

2016.

SnapApp: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16), 2041-2048.

reducing

authentication overhead with a timeconstrained fast unlock option. In Proceedings

10. Google Consumer Surveys. 2016. Retrieved
August
25,
2016
from

of the 2016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http://www.google.com/insights/consumersurv

in Computing Systems (CHI '16), 3736-3747.

eys

4. Alexander De Luca, Marian Harbach, Emanuel
von Zezschwitz, Max-Emanuel Maurer,

11. Marian Harbach, Alexander De Luca, Nathan
Malkin, and Serge Egelman. 2016. Keep on

Bernhard Ewald Slawik, Heinrich Hussmann,

lockin' in the free world: a multi-national

and Matthew Smith. 2014. Now you see me,
now you don't: protecting smartphone

comparison

authentication

from

shoulder

surfers.

of

smartphone

locking.

In

Proceedings of the 2016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In

'16), 4823-4827.

Proceedings of the 32nd annual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12. Marian Harbach, Emanuel Von Zezschwitz,

systems (CHI '14), 2937-2946.

Andreas Fichtner, Alexander De Luca, and
Matthew Smith. 2014. It's a hard lock life: a

5. Alexander De Luca, Katja Hertzschuch, and
Heinrich Hussmann. 2010. ColorPIN: securing
PIN entry through indirect input. In Proceedings

field study of smartphone (un) locking behavior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Privacy and Security (SOUPS '14), 213-230.

and risk perception. In Symposium On Usable

in Computing Systems (CHI '10), 1103-1106.

13. Sehi L'Yi, Kyle Koh, Jaemin Jo, Bohyoung Kim,

6. Alexander De Luca, Emanuel Von Zezschwitz,

and Jinwook Seo. 2016. CloakingNote: a novel

Ngo Dieu, Huong Nguyen, Max-Emanuel
Maurer, Elisa Rubegni, Marcello Paolo Scipioni,

desktop interface for subtle writing using decoy
texts. In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and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Marc

Langheinrich.

Back-of-device

Technology (UIST' 16). 473-481.

authentication on smartphones. 2013.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14. Rajarajan

Srinivasan, K. Maheswari, R.
and S. Sriharilakshmi. 2014.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Hemapriya,

'13), 2389-2398.

Shoulder surfing resistant virtual keyboard for
internet banking. World Appl Sci J 31: 1297-

7. Alexander De Luca, Emanuel Von Zezschwitz,
and Heinrich Hußmann. 2009. Vibrapass:

304.

secure authentication based on shared lie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 748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재활치료실의 공간환경이 재활의료서비스전체에 대한 환자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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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매우 바쁜 생활로 생활습관병이 늘어나며,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재활기관의 재활치료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재활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및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대전지역 여섯 개 병원 및 재활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재활치료

공간환경만족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일곱개의
구성(공간디자인, 쾌적도, 개별성과 소통성, 길찾기, 층
간 이동성, 치료실의 층 위치, 주변 공간)으로 범주화
하였다.
자료를
피어슨의
상관관계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활치료
공간환경만족도는

재활의료서비스

전체만족도와

중간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477,
p<0.001). 공간환경만족도는 서비스 전체만족도의
24.9%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공간환경

구성

중

공간디자인과 개별성/소통성은 서비스 전체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β=0.13∼0.16, p<0.05). 결론적으로, 재활기관의
재활치료실
공간환경만족도는
전체
재활의료서비스만족도에 관련이 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만족스러운

재활치료실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중에서도 공간디자인과 개별성/소통성은

스포츠

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물리치료실 방문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해진 환자 층과 필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환자의
충족시키는
것은
수요가

질

향상이

서비스 만족도를
증가하고
있는

재활의료서비스 발전에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환자의 만족도란 주어진 서비스에 전체적인 지각
결과로서 시간이 지난 후의 환자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환자의 만족도는 치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1]. 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물리치료와 관련된 의료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직무수행,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었지만 [2,3,4] 물리치료실의 공간적 환경이
환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치료사의 지식, 기술, 평가 등이 요구되는
치료의 내적인 측면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치료의
외적인 면도 환자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병원의 안락한 환경은
환자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병원 환경이
환자의 태도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환자의
회복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5].

영향이 분명한 인자로서 더 무게를 두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주제어

이와

공간환경, 만족도, 재활, 공간디자인

같이

환자가

직접적으로

치료받는

공간인

물리치료실의 공간환경 또한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이 연구의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이나 전문재활병원급 이상의

1. 서 론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다변화하여, 의료 기술의 발달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환경이 환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간적 환경에서의 환자들의 요구를 고찰하여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실 환경 설계에 대한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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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재활치료 전반적인 서비스(이하 ‘서비스 전체
만족도’)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는 1 점 ‘매우

2.1 연구대상 및 시기

불만족’에서 10 점 ‘매우 만족’까지 10 점 척도로

본 연구의 설문지는 대전광역시 지역 소재의
재활전문병원 및 준 종합병원 등 병원 6 곳에서

이루어진 1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 통계 방법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물리치료실을 방문하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들에게

본 연구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IBM

동의서를 받은 후 1 명당 1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공간환경 만족도와 서비스 전체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설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는 제외 하였다. 설문작성 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경우 연구자가 대신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G-power3.1 에 의거하여 설문지의 부수를 총
438 부로 결정하였으며 438 부를 배포하여 355 부를
회수하여 전체 회수율은 81.05%이며, 누락된 응답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8 부를 회수 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여,

최종응답에

이용한

비율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을 사용하였다.

correalation

coefficient)를

만족도 간의
계수(Pearson

구하여서

분석하였다.

공간환경 만족도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서비스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0.05 로 이내로 하였다.

3. 결과

70.32%이다.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50 문항으로 물리치료 관련 전문가들에게 pretest 를

3.1 공간환경
상관관계

실시한 후 40 문항으로 문항을 추리고 설문을 실시한

만족도와

서비스

전체만족도와의

병원 6 곳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다시

환경 만족도는 서비스 전체 만족도와 뚜렷하게 유의한

선정하여 최종 27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477, p<0.001) <표 1>.
표 1. 공간환경만족도와 서비스 전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2.2 조사 도구

공간환경만족도

가. 물리치료실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전체만족도

물리치료실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이하 ‘공간환경
만족도’)는 7 개의 하위 구성(construct)로 나누어진

0.477***

P< 0.001***

22 개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하위 구성은 공간디자인 (9 문항), 쾌적도 (5 문항),
개별성과 소통성 (2 문항), 길찾기 (1 문항), 층 간
이동성 (1 문항), 치료실의 층 위치 (1 문항), 주변 공간
(3 문항)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설계되었다.
다문항으로 이루어진 하위 구성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알파(Chronbach’s α)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공간디자인 구성의 크론바하의 알파(Chronbach’s α)는
0.866, 쾌적도 구성 0.867, 개별성과 소통성 구성 0.648,
그리고 주변 공간 구성은 0.8 로 나타나 이 들
측정도구들은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3.2 공간환경 만족도 하위 구성요소들이 서비스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간환경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공간디자인,
쾌적도, 개별성과 소통성, 길찾기, 층 간 이동성,
치료실의 층 위치, 주변 공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전체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할 경우 구성요소들은 서비스 전체
만족도의
24.9%를
설명하였다(R2=0.249).
공간디자인과 개별성과 소통성 두 구성요소는 서비스
전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0.255, p<0.01/ β=0.164, p<0.05)
<표 2>.

있다.
나.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치료효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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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간환경만족도 하위구성들의 서비스 전체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서비스
전체
만족도

개별성과 소통성은 공간디자인보다는 정도가 작으나
서비스 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R2

독립변인

B

S.E.

β

나타나, 물리치료 공간 환경 계획에 있어서 개별성과

0.249

공간디자인

0.102

0.031

0.255**

쾌적도

-0.006

0.049

-0.009

소통성의 확보 또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말해준다. 여기서 개별성이라는 것과

개별성과 소통성

0.26

0.102

0.164*

길찾기

0.251

0.164

0.087

분류상으로 볼 때 같은 속성의 대조적인 양 측면으로
생각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고 보고

층 간 이동성

-0.086

0.107

-0.043

‘개별성과 소통성’이라는 한 구성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치료실의 층 위치

0.248

0.178

0.083

크론바하의 알파로 내적일관성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0.648 로서 이런 구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변 공간

0.079

0.062

0.083

문항의 질문 상 ‘치료실 내 개별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가리켜
개별성이라
의사소통’을 가리켜서

*p<0.05, **p<0.01

하였고
‘물리치료사와의
‘소통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였으므로, 이 결과가 뜻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4. 고찰
입원환자들이 많은 종합병원과 같은 기관에 있어서
공간환경적인 요인들은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서비스의 질 및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성이라는 것은 서로 대조적인 특질을 가지지만

보고되었으며,

관련된

연구결과들에

개별공간을 확보하되 치료사와의 소통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공간 환경의 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개별성 또는 독립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문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입원병실을 포함하는 의료
환경에 있어서 일인 입원실 같은 경우는 사적생활보호,

근거해서 의료서비스 공간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근거중심디자인이 발달되어 왔다[6,7,8,9]. 이전의

소통

연구들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7,10,11]
이런 연구들에서 조사된 환경이 입원환자의 입원실

입원환자의

사용

공간

위주의

조사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 연구의 결과는 물리치료 및 재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공간 환경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조사 결과
재활치료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재활치료
서비스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r=0.477,

증진,

환자만족도

증가,

수면

질

향상,

가족방문이나 사회적지지의 확대, 감염과 낙상방지 등

위주이거나

입원실을

포함한

경우가

많아서

독립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 확연하게 제기되었을 수
있으며 재활과 물리치료 환경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물리치료와 재활

p<0.001)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구성하는

환경에서도 형태와 방식은 다를지 언정 보다 나은 독립

7 가지 구성요소들에 의해 서비스 전체 만족도를
일정부분(24.9%, R2=0.249) 설명할 수 있음을

공간 내지 개별공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보여주었다.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이렇듯 단순히
공간적 만족도를 넘어서 서비스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활치료 서비스를

5. 결론

제공함에 있어서 공간적 환경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재활치료 서비스에 있어서 공간 환경은 재활치료 전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인자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은 공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부가적이고 부차적인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구성하는 7 가지

만족도만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구성요소들(공간디자인,

쾌적도,

개별성과

소통성,

길찾기, 층 간 이동성, 치료실의 층 위치, 주변 공간)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공간디자인, 개별성과 소통성이
서비스 전체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간디자인이 서비스
전체만족도에 영향 있는 요소로 나타난 사실은 이
구성요소에 포함된 공간의 크기, 색, 조명, 가구, 소재
등과 같은 공간적 디자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환자
만족도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설문
도구에서 범주화한 공간 환경을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 중에서 공간디자인, 개별성과 소통성은
전체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분석되므로 재활서비스의 공간 환경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재활서비스 공간환경에 대한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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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그 부문의 발전을

10. Harris DD, Shepley MM, White RD et al. The
impact of single family room design on patients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 환경을 구축하는

and caregivers. J Perinatol, 26 (2006), S38-S48

동시에 환자 중심의 질 높은 공간환경 및 재활서비스를

11. Nguyen T PL, Brianon S, Empereur F et al.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Factors determining in-patient satisfaction with
care. Soc Sci Med, 54, 4 (2002), 4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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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값으로 인해서 증강현실의 몰입도가 떨어질

요약문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본 논문은 근육 센서를 통해 입력 받은 사용자의

사용자의 행동으로부터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를

손동작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증강

획득 할 필요가 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증강현실 시스템을
제안한다. 미리 저장된 쿼리 이미지와 모바일

본 논문은 사용자의 손의 동작에 대한 데이터를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들인 영상에

근육 센서를 통해 획득한다. 사람의 손 동작은 팔

대한 특징점 추출과 매칭을 수행하여 실시간 물체

근육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팔

증강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근육의 변화 측정을 통해서 손 동작을 인식할 수

손동작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와 함께,

스크린에

증강된

가상물체와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영상

정보와

융합하여

제안한다.

사용자에게 모바일 증강 컨텐츠를 제공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손동작, 상호작용

2. 이론적 배경

1. 서론

2.1. 사용되는 data

증강현실 기술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2.1.1. EMG sensor data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증강현실 컨텐츠가 활발히

EMG(electromyograph) 란, 근육의 동작 전위를

개발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근전계 장치로서 근육의 수축, 이완된

가상의

위에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어 동작을 대강 관측할 수

합성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증강 현실은 크게

있다. 이러한 근전도 기기를 사용하여 신경 자극에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과 스마트 글라스 기반

대한 근육의 반응을 근육 내 전기적 활성도를

증강현실로 나뉘는데, 본 논문은 모바일 기반의

검사한다. 본 시스템에서의 EMG sensor data 는

증강현실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활성화를 나타내는 각 센서에 대해 단위가 없는

연구하였다.

uint_8 로 반환된다.

정보를

가시적으로

기존의

실제

증강현실

영상

기술을

이용한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화면의 터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

해야

2.1.2 nine-axis IMU data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하드웨어에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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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axis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는

사용자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관성 측정 장치로서 three axis gyroscope 와
three-axis

accelerometer,

그리고

three-axis

식 1. Homography 식

magnetometer 를 포함한다. 3 차원 공간에서

위의 식에서 최소 4 개의 매칭 쌍이 있다면

자유로운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호모그라피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얻어지는 가속도와 각속도를 적분하여 사용자의

두 이미지 사이의 호모그라피 행렬로 두 이미지

속도와 자세각의 산출이 가능하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2.2 물체 증강

2.2.4. SolvePnP

2.2.1. ORB Feature (Oriented FAST and Rotated

SolvePnP(Solve Perspective-n-Problem)란 하나의

BRIEF)

물체의 3D / 2D point 의 연결을 통하여서 어떤

영상 내 특징이 되는 지점을 특징점(keypoint)

물체의 자세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는 기술이다[2].

이라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영상을 매칭하는 데

이 때 3D point 는 3D 모델 좌표 공간에 있고, 2D

있어서 특징점을 이용해 같은 지점을 식별할 수

point 는 이미지 좌표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 최소

있다. ORB 는 이러한 특징점을 검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처리속도가

빨라

실시간으로

4 개의 매칭 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최적의

영상을

카메라 자세를 추정할 수 있다.

인식하는데 주로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된
쿼리 이미지와 실시간으로 입력 받는 영상내 특징
점을 검출하여 증강 구현에 사용된다.

3. 본론

2.2.2. K-NN matching

3.1 시스템 개요

K-NN(K-Nearest Neighbors) matching 은 ORB

본 시스템은 EMG sensor data 를 이용하여 근육

Feature 를 통해 검출한 쿼리 이미지의 특징 점

내 전기적 변화를 감지하며, 동시에 nine-axis IMU

리스트와

리스트를

data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속도와 자세각을

비교하여 쿼리 이미지 내 한 특징 점에 대해 영상

인지한다. 인지된 data 를 통해 주위를 이동할 때

내 가장 근접한 k 개의 특징 점들을 저장하고 이를

팔의 가속도에 대한 차트를 제공하며, 특정 동작을

매칭시킨다.

취했을 때의 data 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실시간

영상의

특징

점

지정한 특정 동작을 취했을 때 저장된 data 로

2.2.3. Homography

동작을

호모그라피란 projective transformation 이라고도

원근

projective

transformation)

서로

동작에 따른 data 가 변화했을 때, 증강된 가상

다른

물체가 변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바일

위치에서 2D 이미지로의 원근투영변환을 통해 두
이미지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물체를

매칭을 통해 증강 이미지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투영변환(perspective
된다.

지정한

이미지와 실시간으로 입력 받은 영상 간의 이미지

공간 내 한 물체는 카메라 위치에 따라 2D
다르게

사용자가

증강한다. 증강을 구현할 때에는, 미리 저장된 쿼리

하며 두 평면 이미지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3D
이미지로

인식하고,

증강현실시스템을 제공한다.

호모그라피는

3.2 모바일 환경

homogeneous 좌표계에서 정의되며 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1]

3.2.1 근육 차트
팔이 주위 이동할 때 팔의 가속도에 대한 차트를
제공한다. 이 차트를 제공하기 위해 홀로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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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사용되는

3.2.2 동작 저장 및 인식

근전계 장치의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게

사용자가 특정한 동작을 취했을 때, EMG data 가

된다. 홀로그래피 라이브러리는 그래프와 차트를

그에 맞게 변화하며 사용자는 모바일의 공간 상에

android 응용 프로그램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라이브러리로서,

LineGraph

저장이

view,

가능하다.

최대

저장

가능한

동작은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한 만큼 가능하며, 각각의

BarGraph view, PieGraph view 를 포함한다. 보다

동작은 data 간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확실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8 개의 EMG data 를 출력하며

동작을

각 data 를 line graph 로 나타낸다. 다음 그림은

기준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확실한

동작이란 근육 차트의 8 개의 line graph 상에

동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근육 차트이다.

모두가 다른 data line 이 그려지는 동작을 뜻한다.
동작을 인식할 때에는 각각의 line 에 대한 EMG
data 가 들어있는 배열 상에 저장 되어있는 값을
비교함으로써 인식한다. 이렇게 모바일 공간 상에
저장된 EMG 동작 data 가 사용자가 취한 동작
data 의 값들과 일치할 때에 지정된 동작으로
인식하며 모바일 상에 몇 번째 동작인지 나타내어
준다.

4. 실험결과
4.1 실험 환경

그림 1. 동작 1 에 따른 근육차트

실험에 사용한 장비는 galaxyS8 와 Myo 이다.
실험의 경우, 증강되는 가상물체는 Unity 를 통해
구현하였고, ORB feature 를 기반으로 특징점을
매칭하여 증강을 구현하였다. Android Studio 를
통해 Myo app 을 빌드하여 총 3 가지 동작을
저장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4.2 실험 결과
Myo data 와 화면의 특징점 정보를 받아 해당하는
물체를

그림 2. 동작 2 에 따른 근육차트

증강시키는

구현하였다.

증강을

상호작용
제공하기

시스템을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 받은 영상 속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쿼리

이미지

간의

호모그라피 값을 추출하여 이미지 매칭을 한다.
구해진 호모그라피를 통해서 z 축이 0 으로
고정되어 있는 임의의 네 점을 투영변환하여
변환된 점을 구한다. 임의의 네 점과 변환된 점을
인자로 사용하여 SolvePnp 를 수행하고, 카메라의
자세 값을 추정한다. 이 때 호모그라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림 3. 동작 3 에 따른 근육차트

z

축을

0

으로

고정해주었고,

호모그라피는 2 차원에 대한 투영변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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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개념이므로, 증강 물체의 크기는 변하지

동작을

않고 x 축과 y 축 변화에 따른 증강 물체의 위치와

따라서 해당하는 가상물체가 정상적으로 증강되는

증강 물체가 보이는 면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따라 증강 물체의 위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증강현실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있으며,

매

프레임마다

물체를

증강하는데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지정한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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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작 3 에 따른 물체 증강

그림 4, 그림 5 를 통해 저장된 동작에 대하여 해당
물체를 증강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손 동작에 따라서 동작에
해당하는 물체를 증강해주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스크린

터치

등의

간접적인 입력 값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손 동작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높은
현실감을 줄 수 있다. 실험 결과 사용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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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their life quality. One of the challenges for

In this research, a smart assistive device is designed
to aid visually impaired people in crossing streets
safely. The proposed device has a camera attached
on a pair of glasses which can detect traffic lights,

the visually impaired is crossing the road safely.
Facilities like braille blocks and acoustic signals at
crosswalks may not be installed and sometimes the
facilities could be installed wrongly.

recognize pedestrian signals in real-time us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and provide audio

There is an assistive device called Orcam to aid

instructions to the user. For the portability, the

using a camera and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that recognizes the target objects which the user is

dimension of the device is designed to be compact
and light but with sufficient battery life. The
processor of device is wired to the small camera
which is attached on a pair of glasses. Also, on inner
part of the leg of the glasses, a bone-conduction
speaker is installed which can give audio instructions
without blocking external sounds for safety reas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evice was

visually impaired. It is a glasses-type wearable device

pointing

at.

Despite

its

excellence

in

object

recognition and portability, Orcam only operates
when the user points out a target object by a finger.
Since it is hard for the visually impaired to point out
an object like traffic signals, it cannot be used for
street crossing. To the best of authors knowledge,
there is little literature related in road crossing

validated with experiments and it showed 65.6%

assistive technology with a wearable device.

recall for detecting green light, 58.4% recall for
detecting red light, and 100% precision for both

Therefore, we propose a new wearable smart

classes.

for the Blind), to assist the visually impaired to cross
the road safely. Us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Keyword
Visually-impaired, Street crossing, Assistive device,
Pedestrian signal, Machine learning, Real-time
object detection

assistive device named as MLB (Machine Learning

MLB detects zebra crosses and pedestrian traffic
signals in the images from a camera and recognizes
the type of signals. The device instructs to the user
whether it is safe to cross the road. In the following

1. Introduction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 visually
impaired is to travel alone in unknown environment.
Many visually impaired people inevitably spend most
of their time just at home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supports for mobility [1]. Thus, visually impaired
people usually need help if they want to go outside.
A lack of ability to go outside freely can adversely
affect the visually impaired by causing psychological
pressure and by reducing the ability to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1]. Thus, it is crucial to help
visually impaired to go outside independently to

sections, the design method and machine learning
algorithm are introduc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evice in recognizing traffic signals is
validated with on road experience.

2. Design Method
2.1 Hardware
The overall system block diagram is shown in Fig. 1.
MLB mainly consists of two parts: (1) an embedded
processor, NVIDIA Jetson TX2 GPU module,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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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processor weighs 116g, and its dimension
is 87mm*50mm. Powered by a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pack of 11.1V and 3000mAh, it
can operate for 1.2 hours with 28W maximum
power consumption of total hardware.

2) Wearable Camera Module and Bone-Conduction
Speaker
The design of a wearable camera module and bone-

Figure 1 Overall System Block Diagram

conduction speaker follows the guidelines set forth
by McLaughlin, C. [3] as well as the other related
Table 1. Hardware Specifications (Processor Part)

Hardware part

Weight

Dimension

works [4][5][6]. To get images at the right angle, a
tiny camera is fixed at the eye level by being attached
to glasses. Since pedestrian traffic signals are on the

Power

2

(g)

(mm )

(W)

Processor(TX2)

75

87*50

7.5~15

Carrier(Orbitty)

41

87*50

2~6

Battery

141

65*54

-

Total

257

87*54

21(max)

right-side at crosswalks, the camera is inserted to
the right-side arm of the glasses. The camera has 60
degree viewing angle and 25 FPS frame rate. A
bone-conduction speaker is also inserted in the
right-side arm to prevent blocking external sounds
that is very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visually
impaired even when the device is working. The total
weight of the wearable part is 80g, which is under

Table 2. Hardware Specifications (Wearable Part)

100g and suitable for continuous wearing.

Weight

Power

(g)

(W)

Camera

15

5 (max)

Bone-conduction speaker

5

2 (max)

Glasses frame

60

-

Total

80

7(max)

Hardware part

2.2 Software
1) Object Detection Algorithm
For safe and real-time operation of MLB, the object
detection algorithm should have both high precision
and fast frame rate. In this research, YOLOv2 with
darknet framework was used. We trained YOLOv2
model with images of pedestrian signals (red and

battery and (2) glasses with a tiny camera and a

green) and zebra crosses, and used it to detect and

bone conduction speaker attached. The detailed

recognize pedestrian signals.

specifications are shown in Table 1 and Table 2.
2) Street Crossing Algorithm
1) Embedded Processor
For real-time operation with us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a GPU board is required. Also,
for portability, the device should have light weight,
small size, and low power consumption.
To satisfy these conditions, Nvidia Jetson TX2
module with Orbitty carrier board is used. The

After the object detection, the street crossing
algorithm generates appropriate audio i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bjective detection results and send
them to the embedded bone-conduction speaker.
The algorithm works on the following three cases:
(1) when a red light is detected, (2) when a green
light is detected after a red light, and (3) when ju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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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ight is detecting without a red light previously.
The output audio instructions corresponding to each
case are represented in Table 3.

3.2 Street Crossing Algorithm
The street crossing algorithm of MLB was tested on
the street for the three different cases explained in
2.2.2.

3. Experiment
4. Results and Discussion

3.1 Object Detection Algorithm

4.1 Object Detection Algorithm

For pedestrian signal detection, three classes were
set: green light, red light, and zebra cross (Fig. 2).
The threshold of the classification was set to 0.8.

A 1300-frame video clip was taken at a crosswalk in
the daytime and used to test the object detection

To train YOLOv2, 1883 images at crosswalks were
taken firsthand, among which 1412 were used as a
training set, and the remaining 471 as a validation
set (Table 4). After the training step, the object

algorithm of MLB. In the video clip, 948 frames
corresponded to red lights, and 352 to green lights.
For each case, the number of frames where the

detection algorithm was tested with a video clip

algorithm operated properly was counted, and
precision, recall, and frame rate were calculated

taken at a crosswalk in the daytime.

(Table 5). The object detection algorithm showed
100% precision but low recall. It failed to detect
pedestrian signals when cars passed the crosswalk,

Table 3. Three Cases of Street Crossing Algorithm

even though they were not blocking the traffic

Situation

Description

Audio instruction

1

Red light

“Red, stop!”

2

Green light
after red light

“Green, go!”

3

just green light

“Green, stop!”

but also the context (or the background) in training,
and most images used for the training set did not
include cars. Thus, the recall could be improved by
gathering more training images in various situations.
Also, safety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low
recall since 100% precision was achieved. The frame
rate was 15 FPS, which was sufficiently fast to

Table 4. Datasets for Object Detection

Training
set

Validation
set

Total

1412

471

1883

#

signals. It seemed to be due to lack of training set,
because YOLOv2 considers not only the object itself

operate the street crossing algorithm in real-time.
Examples of the object detection are shown in Fig. 3.

Table 5. Object Detection Results

(a) class #1

(b) class #2

(c) class #3

green light

red light

zebra cross

Precision
(%)

Recall
(%)

Frame rate
(FPS)

Green light

100

65.6

15

Red light

100

58.4

15

Figure 2 Class Selection fo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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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signal will be calculated and provided to
the users. (3) Furthermore, we are going to try to
implement the object detection and street crossing
algorithm on a smart phone. Then we could simplify
the hardware further and improve portability.

Acknowledgement
(a) green light

(b) red ligh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ICL
Industry-Academia Capstone”.

Figure 3 Object Det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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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소규모 전문가 그룹에서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기존 프로젝트 경험과 관심 분야, 활동 분야의
평가지표 분석지표와 협업자 간 신뢰 관계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는
협업자 추천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주제어
추천알고리즘.
키워드 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망,

1. 서 론
소규모 전문가 그룹에서의 협업은 융합 프로젝트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본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협업자들의 추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용자 간의 친분관계와 기존
프로젝트 결과가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협업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프로젝트 안에서의 역할에 따른 인원
구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협업자들 사이에서
신뢰하는 협업자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업자 간 신뢰 관계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신뢰 관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술을 사용하였다.

아니라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 및 상호작용성과
관련된 패턴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실제 가치를
증대시키는 연구가 활발하다[1]. 특히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대규모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그 활용 범위는 더욱 광범위해져서 다양한 연구의
분석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2]. 소셜네트워크
분석 안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밀도, 호혜성, 이향성, 중심성, 구조적 공백 등이
사용된다[3]. 이 중에서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중심성 척도인 연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탐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결과물이
온라인 상품 구매 추천 과정에 이용되거나, 학계의
연구자 네트워크의 핵심 중개자를 분석[4]하는데
이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제안에서 이러한
분석 영역을 확장하여, 소규모 전문가 그룹의 군집
형성에 도움을 주고 협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문
본
연구에서
협업자
추천알고리즘을
위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신뢰 네트워크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하여, 전통적인 활동 분야와
역할의 키워드 검색을 통한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1 이론적 배경

2.1 사용자 조사

연결된 네트워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각
노드(node)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오늘날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의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연결 증대 만을 최대 가치로 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디어아트 분야
프로젝트 DB 연구 데이터를 사용해 실험을
수행한다. 제공된 연구 데이터는 협업자들의
프로젝트 평가 점수와 협업자들 간 신뢰 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이다. 프로젝트 평가 자료는
구성원 ID, 프로젝트 ID, 분야, 전문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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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벡터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

가진

이진

행렬을 네트워크 분석 수단인 UCINET 6.0을
통해 분석했다.

조사 참여자는 총 94 명으로 조사는 활동 분야의
직위, 나이, 프로젝트 결과를 지표로 전문가 그룹과
초보자 그룹의 두 분류로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협업자 간 유사도 측정을 위한
프로젝트 데이터는 이력의 프로젝트 ID 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로 관심 분야를 분석하여 프로젝트 협업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 단계 3. 협업자 간 유사도 산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기존 프로젝트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협업자 간 유사도 산출을 제안한다. 또한,
신뢰 관계 데이터와 협업자 간 유사도를
통합하여 협업자 간 유사도를 조정한다.

2.2 제안 알고리즘

• 단계 4.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사도 조정

선행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제시된 프로젝트 평가
자료로부터 프로젝트가 단독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여럿이 협업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전문가 A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 씨는 (가)라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만, (나)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매개의
위치는 서로 다른 정보 혹은 지식을 연결하는
주체로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 단계 1. 전문 분야, 관심 분야 내 키워드 분석
프로젝트 협업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소규모
관계 추천 알고리즘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구성원들의 활동 분야와 관심 분야의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주요 핵심어를 분석하는 것이다.
핵심어 분석 실험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림 1 키워드 분석 결과

도출된 유사도 추정 결과값을 활용하여, 그룹 내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중심성에서 상위
3위까지를 발췌하여, 추천 결과를 결정한다.
앞서 제안한 협업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그림
같이 전문가 내 주요 구성원들의 공동
관계도의 표현이 가능하며, 추천 결과는 기존
서비스들과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의 차별점을
수 있다.

2와
작업
유사
가질

첫째, 개인 프로젝트의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같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둘째, 진행한 프로젝트
중 구성원 여럿이 함께 참여한 공동 작업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협업자 간 유사도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 관심 분야의 전문가를
파악하고, 새로운 분야와의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융합 프로젝트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전문가 내 주요 구성원들의 공동작업 관계도

• 단계 2. 프로젝트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 행렬
도출
프로젝트 이력에 따른 프로젝트 협업 구성원
목록을 한 데 정리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구성원
목록을 행과 열로 세워, 정사각형 행렬을
만들었다. 구성원별로 다른 구성원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횟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협업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소규모 관계 추천을 위해 사례로 미디어
아트 분야 구성원의 공동작업 관계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과는 별개로 소규모
그룹에서의 관계망을 통하여, 협업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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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향후 다변화되는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협업자 관리 도구로 활용한 시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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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장애인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은 부족한 직업교육 훈련기관과
오프라인 교육, e-Learning 교육 같이 장애인에게
비효율적인 직무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Virtual
Reality 기술을 사용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국외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애인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며,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직무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제안한다.

그림 1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공 시, 즉시 참여 의사

1.2 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
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의 현실은 달랐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의 90%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으로, 해당
수혜자는 2015 년 기준 290 만명에 이르는 반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은 그
수혜자가 31 만명에 불과해 통상적으로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직무교육의 기회를 갖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다.

주제어
Virtual Reality,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1. 서 론
1.1 장애인 직업재활의 필요성
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 자신이
겪어온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은 필요하다. 그림 1 에서는
장애인구 중, 경제활동의 상태가 실업자인 사람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참여의사가 100%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상태 비교

또한 장애인들이 직무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기존 직무교육 서비스의 질적, 체계적 부실로 사실상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시설 부족, 인건비, 재료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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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고 e-Learning
교육의 경우 몰입도가 떨어지며 상호작용성이
부족하여 학습의욕 및 교육 효과의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게다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교육 학습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반복학습과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

있다. 따라서 Cardboard 를 사용하는 본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여 반복교육이
필수적인 장애인 직무교육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1.3 프로젝트의 목적
최근에 장애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 Virtual
Reality 기술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 교육 방식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4 차 산업 중
하나인 VR 은 전달방식 측면과 직업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 있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현장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체험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 장비를
통해 프로그램과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기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직업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 컨텐츠를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사례연구 대상으로써 현재 장애인
직업 재활이 적극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혁신 기업
㈜향기내는 사람들의 커피 전문 브랜드 ’히즈빈스’를
설정하여 진행되었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양성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3 Google Cardboard 와 Smart Phone

2.2 VR 어플리케이션 - Front End
Unity3D 엔진으로 제작된 본 VR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업무환경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낸 공간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세가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Head-tracking 마우스 컨트롤 기능을
지원하여 원하는 메뉴를 일정시간동안 응시하면 클릭
기능이 수행된다.
• 음료 제조 교육

2. 구성 및 기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R 을 활용한 바리스타
직무교육 시스템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Front-end, Back-end 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는
Unity3D Engine 으로 제작된 VR 어플리케이션

그림 4 [아메리카노] 제조 교육 과정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Front-end 부분과, Front-end 로부터 받은 요청으로

사용자는 교육에서 원하는 음료를 선택한 후 선택
음료의 제조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데이터의 전달 같은 기술적인 기능을 하는 Back-end

때 사용자의 수행을 돕는 음성과 자막이 제공되며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하드웨어는 Google
Cardboard 와 Smart Phone 을 활용하며 저비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조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 카운터 서비스 교육

VR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
2.1 Google Cardboard + Smart Phone
손쉽게 조립가능한 VR 플랫폼 Google Cardboard 와
Smart Phone 은 본 시스템의 최종 결과물인 구글
카드보드

전용

VR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

시중에서 판매중인 데스크탑 연동 VR 기기는 넓은
시야각과 초소형 LCD 패널을 사용하며 가격은
50 만원부터 높게는 100 만원을 초과한다. 반면에
그림 5 카운터 서비스 교육 [주문 받기] 과정

카드보드는 데스크탑 연동 VR 기기보다 제공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나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누구나

장애인

쉽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직무교육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손님

응대에 관한 서비스교육은 1인칭 시점의 3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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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제공된다. 이는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깨기 위함으로 실제 일하는 환경과 같은

실험에 사용한 기기는 구글 카드보드와 핸드폰은
LG 전자의 뷰 3 를 사용하였으며, 핸드폰의

조건에서 몰입도 높은 훈련이 가능하다. Order와

안드로이드 버전은 4.4 KitKat 이었다.

Complain 파트로 구성되며 교육을 원하는 파트를

실험의 프로그램으로 아메리카노 제조 방법에 대한
교육과 주문을 받는 법에 대한 서비스 영상 교육을

선택하면 해당 교육 영상이 360로 재생된다.
• 교육효과 점검

진행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교육

3.2 이해도 평가

달성도를 점검하는 컨텐츠 또한 제공한다. 점검은
2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음료 제조
교육 부분은 Test라고 불린다. 음료 제조 교육에서
음성과

자막으로

제공되었던

가이드라인을

제한한 컨텐츠로, 순수 교육생의 선택만으로
수행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서비스 교육 부분은
퀴즈라고 명명 하였으며 서비스 교육 영상 재생
직후 퀴즈 형식으로 제공되는 컨텐츠이다.
2.3 VR 어플리케이션 - Back End
Front-end 로부터 동영상 요청을 받으면 Backend 에서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 때 사용된 기술은

그림 6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이해도 설문

YouTube API 로, 해당 기술을 사용해 앱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동영상을 재생할 때 스트리밍 형식으로 더 빠르고

정리하여 집계한 것이다. 매우 그렇다 24%(12 명),
그렇다 58%(29 명), 보통이다 16%(8 명), 그렇지

그림 6 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내용을

가볍게 영상을 제공한다.

않다 2%(1 명), 매우 그렇지 않다 0%(0 명)이었다.

3. 실험결과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긍정적인 의견이 무려

3.1 실험 환경

전체의
82%를
피실험자들이 해당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직무교육의 효과의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성능 검증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직접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실험자들이 이해도 평가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만큼, 프로그램이 교육을 받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그 안에서 동일한 순서의 카페

예정의 장애인들에게 직무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50 인을

차지하였다는
사실로부터,
VR 프로그램이 직무교육의

3.3 실제적인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의뢰하여, 총 50 인의

비장애인이 성능 검증에 참여하였다. 피실험자는
기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자로 선정했다.
(기존의 교육은 E-leaning 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피실험자가 비장애인이므로,
피실험자들에게 정신 장애인과 관련한 프로그램임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실험을 진행했다. 피실험자는
직접 VR 기기와 이어폰을 착용하였으며 성능 검증은
모든 피 실험자가 동일한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바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해도, 실제적인 도움 정도, 기존 교육과의

그림 7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설문

비교에 대한 문항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7 은 전체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설문한 결과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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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명)로 부정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던 것에 반해,
매우 그렇다 36%(18 명), 그렇다 54%(27 명)를 합쳐

YouTube API 와 WebGL 기술을 활용하여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긍정적인 답변이 90%에 달했다는 사실로부터, VR

가벼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직무교육에 있어 실제적으로 직무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1 기대효과
본 프로젝트로부터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가상현실을

피실험자들이 그 효과를 긍정하고 있는 만큼, VR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의 직무교육에 적용될 필요가

사용하는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몰입도, 현장감,

있다고 생각된다.

제약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두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직무교육으로 높은

3.4 기존 교육과의 비교
기존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만큼

효과를 얻어냄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기존 교육과 비교하여 효과적인지를

또한 장애인 맞춤교육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검증하기 위한 결과를 그림 8 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2 향후 연구방향
향후 연구방향으로 사용자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글로 되어 있는 설명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손으로 직접 커피제조 과정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게 모션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그림 8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한 효과성 설문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 교육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않는 선에서 VR 기기에 외부적인 장치를 접목하는
방식, 또는 모바일 기기의 후방 카메라를 사용해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
44% (22 명), 그렇다 40% (20 명), 보통이다 10%

사용자의 손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가상 컨트롤러를
구현해 진행할 수 있다.

(5 명), 그렇지 않다 3 명 (6%),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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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하는데
탁월하다[3].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편이 스크린에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문자를 띄우는 것 보다 사용자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더 좋은 수단일
수 있다[4].

요약문
Oculus Rift CV1, HTC 사의 VIVE 등 가상현실
장비들이 많이 상용화 되면서 가상현실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 가상인간
(VH, Virtual Human)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촉진
효과가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HMD (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 미로와
하노이 타워 문제를 푼다. 문제 해결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측정된 시간을 통계적
방법으로 비교하여, 가상인간이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상현실 교육 컨텐츠 제작 시 가상의
인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상 실험에서도 가상인간이 유용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가상의 청중들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5]. 가상인간은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의 평가 및 재활 치료에도 사용
되었다[6].
우리는 혼자 있을 때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 이것을 사회적촉진효과(Social
Facilitation Effect)라 일컫는다. 사회적 촉진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거나 잘 학습된 작업에 대한
성과는 향상되고, 복잡하거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성능은 저하 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촉진효과가
가상인간에게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진행되었다. Catherine Zanbaka
등의 연구[1]에서는 프로젝션 스크린에 비춰진
가상인간을 통한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해 연구하
였다. Park Sung 등의 연구[2, 10]에서는
가상인간의 사회적 촉진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nagram, 미로, 모듈러 연산,
하노이 타워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주제어
가상현실(VR),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
가상인간(VH)

1. 서 론
가상현실 장비가 상용화 되면서 비 전문가들
또한
가상현실을
경험하기
쉬워졌고,
가상환경에서의
가상인간에
대한
관심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영역에서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인간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가상인간은 가상현실에서 말을 하고,
몸짓을 하며, 표정을 짓는 등 실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정보와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탁월하다. 특히 인간의

과거의 연구들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인간을
프로젝션 스크린 또는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또한 과거 실험이 진행되었던 시대에는
가상현실이 보급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실험
참가자들이 처음 보는 가상인간에 대해 반응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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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몰입형 가상현실 속 가상인간은 쉬운
혹은 학습된 작업의 능률을 높이지 못 할 것이다.

2.1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는 Intel(R) Core(TM) i72600 CPU 3.40GHz와 8GB RAM, 그리고
NVIDIA GeForce GTX 560 ti SLI GPU로 구성
되었고, 윈도우 7 64bit이 설치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은 Unity 3D를 이용
하여 개발 했으며, Unity의 버전은 5.3.2f1(64bit)이다. Oculus Rift DK2[11]를 이용해 실험
참가자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실험에 나오는
가상인간의 표정은 Binary VR[10]이라는 사람의
코 아래의 움직임을 캡쳐 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했다. Binary VR로 캡쳐 한 사람의 표정
데이터를 이용, 가상의 인간이 실제사람과 최대한
유사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그림2 참조).

가설 2. 몰입형 가상현실 속 가상인간은 어려운
혹은 학습되자 않은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제시한 두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 속 가상인간에 대하여 사회적 촉진효과가
실험 참가자에게 나타나는지 알아 보려 한다.

2. 본론
우리는 과거 Park Sung 의 실험[2,10] 중
미로와 하노이 타워 두 가지 문제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남자 4 명, 여자
14 명으로 총 18 명의 실험자가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림대학교 학생들 이었다. 실험
내용 중 하노이 타워 문제는 컴퓨터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험에 컴퓨터 관련 학과 학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실험참가 전에 인구 통계학적
자료(성별, 나이, 직업 등)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고
실험시간을 고려하여 소정의 보상을 제공 하였다.
참가자들은 가상인간이 있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실험환경 A)과 가상인간이 없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실험환경 B)에 각각 9 명씩 배치
하였다. 가상인간이 있는 집단과 가상인간이 없는
집단으로 나눠 실험한 이유는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면서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 이었다. 각 환경에 배치 받은 참가자는
쉬운 미로, 쉬운 하노이 타워, 어려운 미로, 어려운
하노이타워 총 4 개의 문제 풀이를 진행 했다. 문제
풀이 완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문제 풀이 시간에 대해 분석을 진행 한 이유는
작업 시 가장 자주 측정 하는 종속 변수 이기
때문이다[8]. 실험환경은 그림 1 과 같이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형 가상환경에서 가상인간의
사회적 촉진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험 진행자가 개입 되어서는 안
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진행자는 실험 시작과
동시에 가벽(큰 책장 3개를 연결하여 만듦) 뒤로
이동하여 참가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가상인간이 있는 환경의 실험 참가자에게는
가상인간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가상인간의 인공지능이 참가자가 문제 풀이하는
모습을 보고 반응하고 그 결과를 채점한다고
알렸다.
2.2 미로 탐색 문제
Rajecki 등의 연구[7]에 따르면 참가자는
단순한 미로작업 시 인간이 앞에 있을 때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회적 촉진 효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이 쉬운 미로
문제는 넓은 경로를 이용하여, 정확한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어려운 미로는 문제
풀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좁은 경로를
포함시켰다. 미로탐색 문제의 경우 실험 참가자가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그림 2. (좌) a.쉬운 난이도의 미로, (우) b.어려운
난이도의 미로 : 미로 문제의 난이도는 Parks 의 연구[2,
9]에서 사용한 미로 문제를 사용 하였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문제 화면 (좌) 하노이 타워 문제,
(우) 미로탐색 문제

2.3 하노이 타워 문제
하노이 타워 문제는 잘 구조화 되고 연구된
문제다. 하노이 타워 문제는 디스크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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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구분 하였다(쉬운 문제:
3 개의 디스크, 어려운 문제: 5 개의 디스크).
하노이 타워 문제의 경우 실험 참가자가 마우스를
이용, 원판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환경보다 더 많은 작업 시간을 소모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각 실험 별로 걸린 평균 작업 시간(단위: 초), 위의
그림 2 에서 밀 한 것과 같이 a 는 쉬운 난이도, b 는
어려운 난이도를 뜻한다.

구분

a 미로

가상인간
존재

a 하노이

b 미로

b 미로

31.22

32.7

151.38

263.66

20.61

25.04

115.25

137.60

가상인간
부재

쉬운 문제의 경우, 작업 소요시간이 이미
가상인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걸렸으므로 따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위 결과는 우리가
새운 가설 1 번을 지지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려운 문제 풀이의 경우 t-Test 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2. 어려운 문제에 대한 T-test 결과, 환경 A 는 위에
설명 한 것과 같이 가상인간이 존재하는 몰입형 가상
현실 환경을 말하며, 환경 B 는 간상인간이 없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을 의미한다.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가상인간

2.4 가상 인간
가상의 인간은 Unity Asset Store 에 있는 Man
in Suit 모델의 몸에 Binary VR 에서 제공하는
가상 인간의 얼굴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가상의
인간은 눈 깜박임, 미소, 찡그림, 입 벌림 등의
표정을 짓는다. 각 표정들은 실제 사람의 표정을
촬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각 애니메이션은 순서대로 반복된다.
실험 중 가상 인간의 모습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좌측 대각선 방향에 배치 하였다.

비교

p Value

미로탐색
환경 A vs 환경 B

0.1587 ( > 0.05 )

하노이타워
환경 A vs 환경 B

0.0719 ( >0.05 )

어려운 문제에 대한 t-Test 결과를 보면 p
Value 값이 0.05 보다 크기 때문에 가상인간이
없이 혼자 문자를 풀 때와 가상인간이 존재 할
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가설 2 번을 지지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에서 가상
인간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촉진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 하였다.
공간 지각력과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미로 문제와 하노이 타워 문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가상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이 혼자
문제를 푸는 환경보다 문제 수행시간이 더 걸려,
사회적 촉진 효과에 대한 정의를 위배하기 때문에
사회적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는 가상인간이 있는 환경이 혼자
문제를 푸는 환경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이는
사회적 촉진 효과에 정의는 만족한다. 하지만 tTest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해 보았을 때 p

그림 4. Binary VR 장비를 통해 만든 가상 인간의
표정 : (좌측부터 ) 무표정, 눈 깜박임, 찡그림 표정

실험 결과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적 촉진 효과란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쉬운 문제는 더 잘 풀고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험 결과(표 1 참조)를 보면 쉬운 작업 시 가상의
인간이 있는 환경이 가상의 인간이 없는 환경보다
더 많은 작업시간을 보인다. 어려운 문제 풀이
시에는 가상인간이 있는 환경이 가상인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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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2, 297-310.

Value가 0.05보다 큰 값을 가져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촉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상현실이 이미 많이 보급되어
가상의 인간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고,
데이터 분석에 이용한 실험 참가자의 집단이
작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자의 가상현실 체험
유무, 가상 인간의 수에 따른 차이, 가상인간의
형태(사람과 같은 생김세, 게임 캐릭터 같은
생김새 등)에 따른 차이 등의 요소들을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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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ung J .Park, SOCIAL FACILITATION
EFFECTS OF VIRTUAL HUMANS, Degree
Master of Science in the School of
Psycholo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ugust2006
10.http://www.binary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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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차별성을 두기 위해 페이지 보기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자책(e-book)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결합한 이미지의
읽기 방식이 독자의 이해도와 선호도에 미치는

서비스에서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보기 방식을
페이징과 스크롤 중에서 선택하도록 옵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영향이 텍스트의 연결속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읽기 방향이 상하 스크롤인지 좌우 페이징
인지에

따른

이해도는

콘텐츠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지 위주의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텍스트가
결합된 이미지를 습득할 때, 읽기 방향과 콘텐츠의

객관식

질문으로 측정하고, 선호도는 리커트 척도로 수치를
측정한다. 결과는 콘텐츠가 웹툰일 경우, 연결 속성을

연결속성에 따른 정보 습득의 효율성과 선호도를

갖고 있으면서 읽기 방향이 페이지 방식일 때

비교해 봄으로서, 향후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개발에

이해도가 높고, 단절 속성을 갖는 웹툰 콘텐츠일
경우에는 이해도의 차이가 없다. 콘텐츠가 사진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포함한 뉴스 형식일 경우 단절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페이지 방식일 경우 이해도가 높고, 연결 속성을 갖는
카드 뉴스 형식일 경우에는 이해도의 차이가 없다.
연결속성과 읽기 방향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스마트폰으로
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가 아닌
대부분이 이미지로 이루어진 뉴스 콘텐츠일 경우,
페이지당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단편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읽기 방향을 페이지로 하는 것이 이해도가
더 높으며, 웹툰일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가 내용상
연결된다면 읽기방향을 페이지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결론이다.
그림 1. 스마트폰 환경에서 텍스트가 결합된 이미지의 예
(스브스뉴스, 네이버웹툰 ‘5kg 을 위하여’)

주제어
스마트폰, 디지털 텍스트, 스크롤, 스와이프, 페이징,
화면전환, 텍스트 배치, 화면 넘김

2. 연구 배경
2.1 이전 연구분석

1. 서론

디지털 텍스트의 출현의 초기단계에 실행된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텍스트를 읽는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뉴스, 잡지,
소설책 등의 콘텐츠를 오프라인에 비해 스마트폰을

것이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Haas
&
Hayes(1985)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책에서 특정한

통해 습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포털 서비스는 스크롤로 정보를 읽도록 하고 있으나
포털 내에도 카드뉴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는

글을 찾을 때 종이책보다 컴퓨터 화면에서 찾을 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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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 밖에 많은 연구들이

3.2 연구 가설

텍스트를 컴퓨터 화면으로 읽을 때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Haas & Hayes, 1985;

가설 1.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를 읽을
때 읽는 방향(페이지 방식 vs. 스크롤 방식)에 따라
효율성과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다.

Heppner, Anderson, Farstrup, & Weiderman,
1985).

가설 2. 참가자들이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를 읽을

스마트폰이 보급화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종이로

때 그 이미지가 연결형인지 단절형인지에 따른
효율성과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된 콘텐츠에 비해 디지털 화면에서 뉴스, 소설, 만화
등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로 소비하는 사회에서는

가설 3. 읽는 방향과 텍스트의 연결 속성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읽을 때 더 효율성이
증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디지털텍스트 배치와 읽기 수행의

3.3 실험 설계

관계 연구(2016, 이자형)에서 스마트폰 환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연결 속성과 읽기 방향에

글을 읽을 때 텍스트 배치방식(스크롤 모드 vs.
페이지 모드)과 글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시간,

따라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효율성과 선호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효율성은 사용자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로 측정한다. 실험의 독립변인은

이해도,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결과는
글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스크롤 모드가 페이지모드
보다 읽기 속도가 빨랐다. 이해도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쉬운글에서는 스크롤 모드에서 더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어려운 글에서는 페이지 모드에서 더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선호도에 있어서는, 쉬운글에서

종속변인이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읽기

된다.

연결속성

변인은

참가자

40 대 남녀 총 20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변인 모두를 참가자내 설계로
진행하면 스크롤 방식과 페이지 방식의 콘텐츠를

2.2 연구문제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다르게 했을

이와 같이 디지털 텍스트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경우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참가자간 설계로 진행하였다.

있는데,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은 텍스트 뿐 만
아니라 웹툰, 카드 뉴스, SNS 등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정보 또한 많이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단절형)과

내(within-subject variable), 읽기 방향은 참가자
간(between-subject variable)으로 설계하여 30-

스크롤모드를 선호했고 어려운 글에서는 두가지 모드

이미지와

연결속성(연결형,

방향(스크롤, 페이징)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콘텐츠를 읽은 후 평가하는 효율성과 선호도 값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인 중 읽기 방향은 스크롤 방식과 페이지 넘김
방식으로 하고, 연결속성은 연결형 콘텐츠와 단절형
콘텐츠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보았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텍스트가 가미된 이미지를 소비할

표 1. 독립변인에 따른 실험설계

때 배치 방식(스크롤 모드 vs. 페이지 모드)의 차이가
A. 읽기 방향

이해도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B.
연결

3. 실험 연구

속성

3.1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는 스마트폰 사용경험 1 년 이상의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남녀 20 명(남성 11 명, 여성 9 명;

1. 스크롤 방식

2. 페이지 방식

1. 연결형

스크롤+연결형

페이지+연결형

2. 단절형

스크롤+단절형

페이지+단절형

실험에 사용한 글감은 두 가지로 하여 피험자들에게
번갈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텍스트가 합성된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그림 2-가, 나), 두번째는

평균연령 29 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웹툰 콘텐츠(그림 2-다, 라)를 제시하였다. 글감의
양은 스마트폰 화면에 조작 없이 한번에 보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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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로

콘텐츠 하나를 2 분간 정독하게 하고, 내용에 대한

구성하였다. 연결형은 15 페이지의 글이 모두 내용상
연결되는 것으로 하고, 단절형은 각각의 페이지가

양을

1

페이지라고

하였을

때,

15

이해도를 사지선다형 객관식 다섯 문제들로 측정하고,
5 점 척도로 읽기 방향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다.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속성을 지닌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의 콘텐츠를 읽고 테스트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방법을 반복 수행하였다.
두번째 그룹은 첫번째 그룹과 모두 동일하지만
스크롤 방식이 아닌 페이지 방식으로 읽고 같은
과제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표 2).
표 2. 그룹별 실험내용
그룹

그룹 1

그룹 2

실험종류

구성

실험 1

A1B1 (스크롤 방식 + 연결형)

실험 2

A1B2 (스크롤 방식 + 단절형)

실험 1

A2B1 (페이지 방식 + 연결형)

실험 2

A2B2 (페이지 방식 + 단절형)

4. 결과 및 분석
각 독립변인의 조건에 따른 사용자의 이해도와
선호도를 종속변인으로 혼합 이원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가 웹툰일 경우, 읽기 방향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결속성이 연결형일 때가
단절형보다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F(1,18)=9.417,

p=.007).

그러나

선호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각 조건별 자극물(가. 연결형 카드뉴스, 나. 단절형
카드뉴스, 다. 연결형 웹툰, 라. 단절형 웹툰)

3.4 실험 내용과 절차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네 가지의 콘텐츠를 보고
평가하게 된다. 두 그룹 중 첫번째 그룹은 스크롤
방식으로 콘텐츠를 읽고, 두번째 그룹은 페이지
방식으로 콘텐츠를 읽는다. 두 그룹 모두에 제시되는
네 가지 콘텐츠는, 연결형 카드뉴스 형식(그림 2-가),
단절형 카드뉴스 형식(그림 2-나), 연결형 웹툰

그림 3. 웹툰 콘텐츠의 읽기 방향(스와이프 vs.스크롤
방식)에 따른 연결속성 유형(연결형 vs. 단절형)의 이해도

형식(그림 2-다), 단절형 웹툰 형식(그림 2-라)이다.
제시되는 콘텐츠의 순서는 순서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여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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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소비되는 이미지 위주
콘텐츠의 읽기 방향과 연결속성에 따른 사용자의
이해도와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변인의 조합을 통해 실험적 상황에서 사용경험을
평가하였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위주의 콘텐츠를
읽을 때에는 페이지 방식의 인터페이스에서 높은
이해도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호도에 상관없이 콘텐츠가 연결속성이 있을

그림 4. 웹툰 콘텐츠의 읽기 방향(스와이프 vs.스크롤
방식)에 따른 연결속성 유형(연결형 vs. 단절형)의 선호도

경우에는 스크롤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경향도 나타났고, 연결되지 않은 콘텐츠일
경우에는 페이지 방식에서 더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형식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해도 점수에서
연결속성과 읽기방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F(1,18)=5.116, p=.036), 이러한 결과는
연결형에 비해 단절형 콘텐츠가 읽기 방향(스와이프
방식: 3.9, 스크롤 방식: 2.4)에서 높은 이해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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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학습된 공간 중 영상의 공간을 추정하는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CNN 을 활용하여 입력 영상에 대해서

CNN 을 학습한다.

다수의 환경 지도에서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공간에서의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의 위치 인식은 환경 추정과

PoseNet[2]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이 CNN 을 통하여

위치 추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공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Google Tango 와

정보와 공간 위치는 위치 인식 기술이 내장된 모바일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영상과 각 영상에서의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위치, 자세 정보를 획득 하고, 학습된 공간에서 촬영한

수집된 데이터로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

역시

영상에 대해 위치와 자세 정보를 추정하는 CNN 을

CNN 을 학습하여 다중 환경에서 위치를 인식한다.

학습한다.

주제어

1.1 관련 연구

다중 환경 지도 관리, 위치 인식, CNN

PoseNet[2]은 한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위치와 자세

1. 서 론

정보로 영상을 수집하여 CNN 을 학습시켜 해당

최근 Google 의 Project Tango 와 같이 대규모의 환경

장소에서 학습 되지 않은 위치의 영상에 대해서 그

지도를

자세를

영상의 위치를 추정하는 CNN 이다. PoseNet 은

추정하려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수집한 영상들에 기존의 Structure from Motion

환경 지도는 환경 지도의 크기에 따른 메모리 문제와

기술[3]을 적용하여 각 영상에 대한 위치와 자세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적절한 환경 지도를

계산하여 참값으로 사용한다. Structure from Motion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환경

기술은 특징 점 없는 장면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를

지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CNN 을 활용하여

추정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공간들에 대해 각 공간 마다

이용하여 실시간 지도 작성 및 위치 추적하는 기술이

개별적으로 환경 지도를 생성하고 만들어진 환경

내장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공간에 대한

지도에 대해 각 공간을 추정하고, 공간에서의 위치를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참값으로 사용하여 CNN 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습한다.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다수의 환경 지도 중에서 입력된 영상에 적합한 환경
지도를 선택하는 문제는 영상 분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영상 분류 문제를 GoogLeNet[1]과 같이
CNN 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해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된 영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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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다수의 환경지도로부터
사용자가 위치한 공간에 해당하는 환경 지도를
선택하는 CNN 을 구성한다. 대규모 공간에 대해
하나의 환경 지도를 생성하는 것은 메모리의 사용과
검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간을 나누어 각
공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경 지도를 생성한다. 그
후 각 공간에 대한 영상들로 CNN 을 학습하여 입력
영상에 대해 해당 공간의 정보를 추정하도록 한다.

그림 1 Colmap 을 사용한 3 차원 장면 재구성

그림 3 다중 환경 지도 선택 CNN 학습

Colmap[3]은 영상을 기반으로 3 차원 장면을 재구성
하는 기술이다. 단일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입력으로 받아 영상 들에서 특징 점들을 추출하고 각
영상들 사이의 특징 점들을 매칭한다. 매칭된 특징
점들을 이용해 3 차원에서 공간에서의 각 영상들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특징 점들의 위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추정

기술이

내장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영상과 초기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수집하고 Colmap 을 이용하여 최적화 하여
CNN 의 학습에 활용한다.

2. CNN

을

이용한

그림 2 와 같이 학습 데이터의 영상이 CNN 에
입력되면 CNN 에서 길이가 N 인 벡터 y 가 출력 된다.
N 은 장면의 개수이고 각 요소는 각 장면에 해당하는
점수가 된다. 출력된 y 에 대해 Softmax 함수를
취하여 각 장면에 대한 확률 p̂로 변환한다. 추정된
확률 p̂와 실제 확률 p 의 Cross-Entropy 를 CNN 의
손실 함수로 정의한다. 각 장면에 대한 실제 확률 p
는 길이가 N 인 벡터로 장면에 해당하는 요소만

다중

환경지도에서의

위치인식

1 이고 그 외 요소는 0 으로 설정한 one-hot 벡터
설정한다. 이렇게 학습된 CNN 은 체험자가 임의의

2.1 CNN 을 이용한 다중 환경지도 관리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공간정보를

강건하게 추정하게 된다.

그림 2 다중 환경 지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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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NN 을 이용한 위치 인식

위치는 3 차원 공간에서 기준 좌표계로부터의 이동 t
로 나타내었고 자세는 사원수 q 로 표현한다.
위치를

강건하게

인식하기

위한

CNN

은

GoogLeNet 을 기반으로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도록
구성한다. CNN 을 학습하기 위해 추정 값 p̂ = [t̂, q̂]와
참값 p = [ t, q ]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손실 함수
L(p, p̂)로 정의한다.
L(p, p̂) = d(t, t̂) + ∠(q, q̂)
그림 4 영상을 통한 3 차원 장면 재구성

d(t, t̂)는 t 와 t̂의 유클리드(Euclidean) 거리, ∠(q, q̂)는
q와 q̂의 내각을 의미한다.

실내 공간에서 체험자의 위치를 강건하게 인식하기
위한 CNN 을 입력 영상과 각 영상의 위치 정보를
통해 학습한다. 위치 추적 기술이 내장된 디바이스
또는 영상 기반의 Structure from Mo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과 각 영상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여
체험자의

위치를

강건하게

인식하는

CNN

을

학습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CNN 의 학습을 위해 Tango 기기를
사용하여 영상과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Tango
기기로 공간을 학습한 후 학습된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간의 영상과 영상에서의 Tango 기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5 곳의 장소에 대해서
영상을 수집하고 그 중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영상과
위치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는 표 1, 표 2 와 같다.
표 1. 수집한 공간의 영상 데이터의 수(개)

공간 1

715
그림 5 위치 인식을 위한 CNN

공간 2

306

공간

공간

공간

3

4

5

461

374

114

총계

1970

표 2. 수집한 위치정보의 위치 자세 데이터 수(개)

공간 1
CNN 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영상에 대한 위치

544

정보가 데이터로 필요하다. PoseNet 은 수집된
영상들을 통해 Structure from Mo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위치 정보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추적

기술이

내장된

구글

Tango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학습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림 4 와 같이
학습된 공간에서 구글 Tango 에 내장된 위치 추적
기술로 디바이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각 위치에서의 영상과 위치, 자세 정보를 획득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 중 10%를 검증 데이터로
나머지 90%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공간을
추정하는 CNN 과 위치를 추정하는 CNN 을 각각
학습하였다. CNN 의 구조는 GoogLeNet 의 구조를
가져와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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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된 CNN 을 검증 데이터를

이후에는 본 연구를 발전시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정확도는 표 3 과 표 4 와

실시간으로 작동하도록 구현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같다.

작동하기

표 3. 공간 추정 정확도(%)

이용하여 영상 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공간 1

공간 2

공간 3

공간 4

공간 5

100

100

100

100

90.9

위해서는

이전

위치와

자세

정보를

한다. 또한 가상의 3 차원 물체들을 렌더링하는데
사용하여 증강현실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사사의 글

표 4. 위치 추정 오차

위치 추정

회전 추정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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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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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houses are increasing. At least about 20% of
households in the world are one-person household

The study was designed to find wishes and needs of

and increasing of small houses became a trend

single households about air purifier through three

(Joseph Chamie, 2017). Since 20s and 30s occupy
half of small residents (Byun, 2015), the need for air

experiments (Narration test, Focus group interview,
Collage making). A total of 4 males and 1 female

cleaners for these people has emerged.

college students were employed as subjects for the
experiment. All of the subjects had a small
residential living experience, and the use of air

Existing product of different companies are
similar to LG’s air purifier. Samsung, Winix, Dyson

purifiers did not affect the recruitment of subjects.

are compared. Three products are very huge becaus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verall UI usability
problems and size related issues are mainly revealed.

they were designed for caring large space. It is not
suitable for the small house because of space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subjects were most

utilization.

desirous of air cleaners with harmonious design and

Our experimental objective is to find the wishes
and needs of air purifier users that living in small-

natural feeling of freshness.

scale residence. As the taste and purchase patterns

Keyword

of young peopl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products, we will be able to find out the problems

Air purifier; clean air; control operation

of current products through user study using LG
Puricare, the LG’s air purif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ser

1. Introduction

experience air purifier through user studies and

Fine dust from air pollution can cause many

analysis. How can we improve the usability,
emotion and UX of air purifier related to target

illnesses, which can have a serious adverse effect on
people's health (Kim and Kabir and Kabir, 2015).

us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conducted

Also, since fine dust can be generated not only

experiments to identify user needs and wishes. The
ultimate goal of the study is to catch user wishes

outdoors but also indoors (Kim and Song, 2016), an
air purifier can be a solution to this. Because of that,

through user analysis for improve the product.

the importance of air purifiers has been recognized,
so the sales volume of air purifiers is increasing every

2. Methods

year worldwide (Cha and Seo, 2016).
The existing main target of the air purifier was a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to show how the

large house or office used by many peopl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and

target user interacts with 'LG PuriCare' and finds
their wishes for the air purifier, and a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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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Three experiments are conducted with five
subjects who were the target users. Three
experiments

consisted

of

interviews

to

2.3 Procedure

find

The interview is to discover subjects’ wishes and

superficial problems, narration to identify the latent
problems of the subjects through observation and

opinions about the future air environment and air
purifiers. It is accelerator which can subjects do

‘think aloud’, and collage making to find the wishes
of the subjects. Narration was conducted in a home
laboratory that typified the house as the target

collage making easily Subjects should answer the

context, and two other experiments were the open

Collage making is an experiment to discover

and comfortable conference room. Five subjects
were invited to the conference room, all of whom

subjects’ wishes by expressed images of future air

five questions.

were students in the same university where the

and air purifiers. The fashion and design magazines
were provided for collages making. The subjects

experiment was conducted. Four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the order of focus

have unlimited time to complete their work.

group interview, collage making and narration. One

Experimenters tried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subjects could freely exchange their opinions.

subject participated in collage making, group

After the collage was completed, interviews were

interview and narration to prevent the odd effect.

conducted to discover the contents and intention of
completed collage making. Interview was conducted
for five minutes, and recorded.

2.1. Subjects
Five subjects were in their twenties at the same
university, all of whom were majoring in different
fields: industrial design, mechan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human
factor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Subjects were
composed of young generations living in a narrow
space, all of which were independent of experience
with an air purifier.
Figure 2. Collage Making

2.2 Materials

The narration test consisted of a pre-interview, a

Each of the materials consisted of those needed for

process of 'think aloud' to perform the given task,

each of the three experiments. Focus group

and a retrospective interview after the execution of
the given task. It was conducted at ‘Home-

interview, Collage making, and narration. All of
these experiments needed camera for video

Laboratory’ to observe how the subject use ‘LG

recording. Also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Puricare’ in his home context. All three procedures
were recorded with camera and another

narration test needed the list of questions, collage
making needed magazines, papers, scissors and

experimenter recorded the subjects' opinions and

glues.

actions. One experimenter conducted an interview

The list of questions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is
a question about the future air and air purifiers that

with the subject as a facilitator and instructed the
task. A given task is designed to use ‘LG Puricare’ to

subjects want. In the Narration test, the list of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to identify usability

questions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for the preinterview and the other for the retrospective

problems.

interview.

asking the subject's previous experience with air

The pre-interview was about three minutes,

- 78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purifiers and asking for the first impression of LG

3.1 Problems

Puricare.

From the narration test, some problems came out
and were classified. Figure 5. shows the number of
subjects having each problem. C shows the critical
problems, S shows the serious problems, and Co
shows the cosmetic problems

Figure 3 Doing Narration Task

Tasks are conducted in a narration test method,
which is a way that the subject speak out the
thoughts about during the task. Instructions for the
subjects were provided. Experiment was conducted

Figure 5. Problem classification

in home lab. The unusual factors of subject behavior

The critical problems are that user felt confusing

were noted, and the entire experiment was also

during the replacing filter, felt annoying because

recorded.

filter cover was detached easily when they closed the
cover. Also, user failed ‘3-second click button
function’ easily.
The serious problems are that users felt heavy and
big during moving the air purifier. Also, plug line
was bothering during moving air purifier, the
control panel was complicated, and the air purifier
was designed in a form that does not consider the
location actually placed.

Figure 4. Interview

The cosmetic problems are that manual was

Retrospective interviews asked the impressions,

complicated and hard to read, and the user couldn’t
get any kinds of information from the remote

which they felt during the task, and the problems
that occurred during the task. The unusual events

controller.

occurred during the task were asked in the interview.

Also,

users

were

confused

about

purification strength and fan strength.

3. Results

3.2 Wish-Keywords

Before tasks, experimenter conducted interview

Wish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collage
works reflecting desires for the clean air. Each

about experience with air purifier and its necessity.
One subject had experience of using air purifier,
other four did not have. Four subjects answered air

subject expressed specific wishes. First subject
emphasized block unwanted smells and pet
management. Also pointed out necessity of visual

purifier is needed, one subject answered not needed.
Mean value of necessity was 7 point out of 10.
Regarding this result, target groups recognize

information showing wind stream and comfortable
user interface. Second wanted image of forest with
clear sky and trees. Third commented on location

necessity of air purifier.

and material. The subject recommended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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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ng or wall mounting product with a large
surface area and material like silk. Fourth provided

5. Conclusions

new method which is the concept of built into the

Although the subjects of user study were only five

person like artificial organ and preferred country
feeling rather than city. Fifth wished placement in

people and the product used in experiment was one
specific air purifier, LG Puricare, we found some
valuable insight. By reviewing all the results and

open space and cool image. Generally, most subjects
used green or blue color for expressing clean and
cool air.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y want fresh

here are the needs and wishes that we found. First,

their work. They wanted product harmonized with

the location and changing process of filter and
cover should be intuitive and easy. Second,

interior environment and great space utilization.

compact and aesthetic design harmonized with

feeling of nature. Some put image of furniture on

target context. Third, the terms,icons and UI need
to be intuitive and easy to understand. Fourth,

4. Discussion

generating fresh feeling of nature with good scent
and visualized air flow. Based on these insights, our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air purifier would be

Mainly, by analyzing the interviews and
recordings, we found explicit problems. The most

expressed in three ways: intuitiveness in terms of

critical problems are difficult filter changing and

any usability, aesthetic, harmonious and compact

‘3-second button function’. Subjects didn’t know
where the filter and cover is, and they couldn’t

design, making fresh feeling and visual feedback.

attach the cover well. They spent a lot of time for
the ‘3-second button function’, too. Both problem
might come from bad intuition. We could als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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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각화 시스템 구현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요약문

비정형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언어 분석,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속성상

적용

및

해석이

다양하여

소셜 네크워크 분석 등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범주 및 해석이 다양하여 정형화하고

시각화하기 용이하지 않다. 텍스트는 기계적으로

시각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텍스트는 기계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분석하기

이해되기

어렵다. 텍스트는 그 생성과 수용이 객관적인

어렵고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는

기계적으로 분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관물로 유동적, 가변적으로 생산되고 수용된다.

관련

본 연구에서는 번역학에서 텍스트를 수용하고

선행연구로

최광선

3

외

인(2014)의

재발신하는 과정이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MVC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번역학에서의

프레임워크에

텍스트 분석 및 수용, 재발신하는 과정을 탐색하여

2 인(2013)은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성경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시각화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텍스트 시각화의

고찰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텍스트

효과에

대하여

대하여

제안했고[1],

언급했으며[2],

김효영

이재중

외

외

데이터 시각화 재료인 텍스트의 본질적인 특성에

2 인(2011)은 웹 데이터를 이용한 이미지의 텍스트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재발신자로서 텍스트

시각화 구현 방법에 대하여 제시했고[3], 정은진 외

데이터 시각화와 번역학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5 인(2011)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비정형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디자인 경영 문제 유형화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4].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은

주제어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텍스트, 텍스트성, 번역학

시각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1. 서론

모든 텍스트가 결국 생산자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목적과 함께 생성되지만 그 안의 숨은 의도가

빅 데이터(Big Da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수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의사소통되고 있는지

함께 기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판가름하기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쉽지

않다.

텍스트를

다루는

번역학에서도 이 점에 촛점을 두고 텍스트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되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텍스트에 대한 생각이

80%를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언어체계 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동하며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시각화 하느냐가 중요한

텍스트가 가지는 언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KISA, 2012). 데이터는 정형

요인,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정보처리적

요인에

부합하는

텍스트성(textuality)으로 텍스트를 바라봐야 한다는

정형 데이터의 경우 분석 방법 및 결과의 많은

관점이다.[5] 이 점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이 일정한 패턴으로 시각화되는 경우가 많다.

접근 방법을 텍스트가 가지는 텍스트성에 주목해야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정형 데이터

한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분석에 의한 시각화 도구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본

각각의 상황에 따른 방식으로 시각화 시스템이

‘텍스트성’의

구축되고 있는 현실로써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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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때문이다. 이러한 “연쇄적 맞물림과 망의 구조가

시각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텍스트이며, 한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변형

본 연구의 2 장에서는 번역학에서의 텍스트의

속에서만 생산된다”고 그는 말한다(Jacques Derrida,
1972: 37-38.)”[9]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텍스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텍스트와 텍스트성에

2.2 텍스트성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텍스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본질과 텍스트성에

텍스트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3 장에서는 텍스트가

개념이

언어체계

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관점이 이동하며 텍스트가 가지는 언어적

번역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는지 살펴보고,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보처리적 요인을

이어지는 4 장에서는 번역학에서의 텍스트에 대한

부합하는 텍스트성(textuality)으로 텍스트를 바라보게

관점을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에 어떻게 고려할 수

되었다[5]. 이 개념은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의

있을지 밝힐 것이다. 5 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저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요약하고 그 의의를 재검토할 것이다.

텍스트성을

2. 텍스트와 텍스트성

상황성,

응집성,

결속성,

상호텍스트성,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으로

보았고,

보그랑드(1980)는 텍스트를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2.1 텍스트

문법의 단위’로 보고 단위를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문법론적’

텍스트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은 1970 년대 이후 두

연구

방법으로

다루는

견해들을

가지 양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비판하며 텍스트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응결성,

텍스트를 언어체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다른

응집성,

하나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6].

간텍스트성의 일곱 가지이다.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이러한 텍스트의 개념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논의되던 텍스트의 여러 속성들을 ‘텍스트성’이라는 한

객체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이다. 객체적 요인은

가지 범주로 종합한 것이다[10].

텍스트가 가지는 텍스트 자체의 출현 양식과 등장

3. 텍스트 차원의 번역

환경 등의 변화이며, 주체적 요인은 이것에 영향을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정보성,

3.1 재발신자로서의 번역

받는 인간, 즉 텍스트를 다루는 관점 내지 인식 등의
변화이다. 객체적 요인은 무엇보다 미디어의 발전을

그림 1 은 메시지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텍스트는 텍스트 안에 “다양한

설명하는 것으로 ‘대상’과, 시간 및 공간적인 상황을

기호 양식들의 구조적 결합”을 가지게 되었고

뜻하는

(Stöckl 2004,16), 이는 텍스트의 개념의 확대로

‘벡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번역가의

위치는 소멸되어 있다.[5]

이어지며 미디어텍스트나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새로운 텍스트유형을 만든다[7].
텍스트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생산자와 수용자의
사이에 놓인다. 수용자는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스키마, 가치,
상황맥락 등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 생산자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텍스트를

유동적,

가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8]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grammatologie,
문자학 또는 글쓰기의 과학)을 통한 텍스트와

그림 1 번역에서 메시지의 매개변수(황세정 2007 재인용)

‘글쓰기(écriture)’에 관한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데리다에게 글쓰기는 “하나의

그림 2 와 같이 번역가가 의사소통에서 어떤 위치를

의미망이 기의에 고정될 수 없는 불가능성”(Jacques

차지해야 하는지 페르니에는 번역가를 단순한

Derrida, 1972: 37)을 뜻하는데, “이는 말해진 것이든

수신자가 아닌 발신자, 대상, 벡터, 수신자를 모두

글로 쓰인 것이든 담화 안의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이해하는 수용자로서 번역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현전하지 않는 또 다른 요소들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첫째, 번역가는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수신자가

의미작용을 할 수 없으며 자신 속에 있는 ‘연쇄망’

아니며, 따라서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도식 내에

혹은 체계의 다른 요소들의 ‘흔적’에 의해 구성되기

들어 있지 않다. 둘째, 번역가는 단순한 수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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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 데이터시각화의 번역학적 접근

아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발신자가

되기

때문이다.

수신자에서

수용자로,

‘재발신자’로

바뀌기도

번역가는

원래의

텍스트

4.1 재발신자로서의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발신자에서
번역가는

번역가는 텍스트 수신자에서 수용자로, 원래의

메시지를 재발신하면서, 다른 언어와 관련해서뿐만

발신자에서 ‘재발신자’로 바뀌는 위치를 수행하며,

아니라 새로운 상황 자료와 관련해서 발화 산출의

자신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재발화한다.” 따라서

적용하며 원문 텍스트를 재발화한다. 이는 텍스트

번역가는 텍스트 사용자 측면에서 원천 작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의의가 있다. 텍스트

의도성과 독자의 수용성을 함께 갖게 되는 수용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텍스트 1 차 수용을

역할 즉 재발신자 역할을 하게 된다.[5]

거쳐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는 자신이 스스로

한다.

셋째,

스키마, 세계관, 가치, 상황맥락

등을

발신자가 된다.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는 텍스트
수신자에서

수용자로,

원래의

발신자에서

‘재발신자’로 바뀌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번역에서 번역가의 위치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는 텍스트
사용자 측면에서 원천 작가의 의도성과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수용자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의도성을
높이는 충실성과 수용자의 용인성을 높이기 위한
가독성을 생각해야 한다.
4.2 텍스트성 분석에 의한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텍스트는 상이한 요소와 기호 기능의 ‘형태 단위’를
갖고

있는

‘다차원성’을

지닌다[10].

따라서

번역가는 텍스트의 요소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해야 하며 텍스트를 언어 내적인 것
뿐 아니라 외적인 점까지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는

번역을

“단어에서 아이디어(메시지)를 분리하여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재표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림 2 번역에서 메시지의 매개변수(황세정 2007 재인용)

언어를 파악하여 동일한 현실성이 느껴지는 다른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핵심이라고

3.2 텍스트성에 따른 변역
텍스트성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말했다(1988:22)[5].

여러

이는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텍스트

요인으로 텍스트성을 갖추어 번역하는 것은 목표

데이터를

언어 독자에게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분석함에

있어

다차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하여 원 텍스트 테이터가 가지는

가진 고유한 특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시각화하여야 할

하다. 또한 텍스트 차원에서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것이다. 언어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텍스트는

더욱 중심을 두어야 할 텍스트성이 있다. 이러한 두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데 텍스트는 모두

가지 요소를 연결시켜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을

생성자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관련시키면 번역 방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및

복잡하고 다면적인 텍스트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목적이 있고

시각화에서는 그 목적에

함축이나 은유 등으로 숨겨진 의도를 찾아야 한다.

그에 따른 번역 방법을 모색하려면 각각의 텍스트

텍스트성은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텍스

유형이 맺고 있는 유기적 관계의 텍스트성을 알아야

트가 의사소통의 가치를 갖기 위하여 텍스트다운

한다. 스넬-혼비가 주장했듯 “텍스트가 문법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는

어휘적 단위들이 이어진 각각 분리된 문장들의

텍스트가

연결체나 단순한 합체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응 집 성 ( c o h e s i o n ) , 결 속 성 ( c o h e r e n c e ) , 의도성(i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199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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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 e n t i o n a l i t y ) , 수 용 성 ( a c c e p t a b i l i t y ) , 상황성(sit

3. 이재중, 박진완. 웹 데이터를 이용한 이미지의

uationality),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정보성(infor
이러한

텍스트 시각화 구현.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11(4). (2011), 143-152.

텍스트성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방향을

4. 정은진, 김보라, 조건상, 강효진, 권규현. 토픽

mativity)을
설정해

갖추어야

주는

중요한

한다고
역할을

보았다.
한다.

텍스트를

모델링 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정형 디자인 문제

텍스트답게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성이며 이러한

유형화-국내
중소기업을
산업핵심개발사업. (2017)

텍스트성을 고려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올바르고 정학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따른

5. 황세정.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에 따른 번역

시각화가 가능할 것이다.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5. 결론

6. 이성만.

번역학을 통해 원본 텍스트가 번역가의 재발화를

수식화·정량화하기

8. 박지윤. 온라인 뉴스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 과정-

어려운 대상이지만 비정형데이터의 주류를 이루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검증틀로.

텍스트 데이터의 분석 및 시각화는 이것이 중요한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1. (2011), 103-122.

현안이므로, 번역학과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에서

9. 박진. 구조주의

서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점이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연구.

텍스트-이미지 복합기호의 분석. 한국독어독문학회
115. (2010), 275-301.

것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에서도 발견된다.
요소들이

텍스트유형학적

7. 조국현. 텍스트언어학에서 텍스트기호학으로-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번역학에서만 발견되는
구성하는

날씨예보의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 (2006), 333-355.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를

중심으로.

구술성이

연구에

지닌

이후

서사이론의

전개에서

의미-텍스트이론과

내러티브

타당하다. 텍스트 데이터는 다의적이고 다차원성을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회 45. (2017), 3361

지닌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10. 김효중. 해석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 기능.

번역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한국번역학회 5(1). 2004, 77-95

위해서는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원본 텍스트 데이터의 ‘재발신자’ 역할이 주어지는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에 힘을 가해야 할 것이다.
언어의 수치화라는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연구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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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습
효과가 면대면 강의에 비교해 미미하다[11]. 이에
문제가 되는 원인은 학습자들의 이탈 현상으로 [1, 2],
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실제 대학 온라인 강의에서 강의 중 이탈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랙션을 조사한 후
사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요약문
인터넷과 디바이스의 향상으로 온라인 강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강의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학습 의지 부족과 이탈 현상은 학습 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박광순, 2009; 박성익 외, 2007) 온라인
강의 내용이나 강사의 강의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이탈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온라인
강의 이탈 방지 목적의 인터랙션의 사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125 명을 대상으로 5 가지 인터랙션
유형이 정답률과 집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5 가지 유형 모두 두 가지
방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강의 중
이탈을 방지하고 학습을 지속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터랙션은 본래 사용 의도인 강의 이탈 방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온라인 강의(E-learning)
온라인 강의(E-Learning)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적 매체를 활용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6]. 따라서,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의 자유가
부여되어 학습자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1].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다. 2012 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17 개 대학 중 66.54%의 대학이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대학이
7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8]. 이러한
일반 대학의 활발한 온라인 강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반 대학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7].

주제어
온라인 강의, 강의 이탈 방지, 인터랙션 디자인

2.2 온라인 강의 이탈 방지 및 참여 지속

1. 서론

대학 온라인 강의의 본질적 목적은 학문적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학생들은 수강 방식이
용이한 온라인 강의를 택하여 쉬운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4]. 이러한
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강의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 강의 연구에서
지적한 중도 탈락과는 일부 다른 것으로, 중도
탈락(Drop-out)은 학습자가 전체 교육 과정 중간에
참여를 중단하여 교육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13]. 그러나 강의 이탈은 교육 전체 과정을
이탈하지는 않지만, 강의에서 참여 지속 상태에

인터넷의 등장은 아날로그 중심의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변화가 심화하였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 전반이 달라지었다. 변화는
교육 환경에서도 일어나 이제는 온라인 강의(Elearning)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교육 시장의 규모는 2015 년 3 조 4000 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최근 5 년간 약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10]. 기존의 면대면 교육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 강의는 시간과 공간에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 많은 기관이 이를
활용 중이다. 그중에서도, 많은 국내 대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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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도구 및 방법

머무르지 못하고 벗어난 상태로 말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강의 참여 지속이란 학습자들이 수강할
강의를 선택하고 지속해서 참여하려는 상태다[3].
선행연구에 따르면 참여도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14, 15], 이와 관련된 변인
영역은 학습자 특성, 콘텐츠, 운영, 시스템 및 학습환경,
강사 및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제안되었다[3, 9].
따라서, 이러한 요인의 강화나 통제 등의 변화로 강의
참여 지속상태를 유지하여 강의 이탈을 방지할 경우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이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강사 혹은 강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전달 매체에 대한 연구 즉 실제
시스템 및 학습 환경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한
상태이다[4].

본 연구는 실험 도구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앞서
조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험에서 사용할 5 가지
유형(인터랙션 없음, 팝업 창이 1 번 발생, 팝업 창이
3 번 발생, 팝업 창과 효과음이 1 번 발생, 팝업 창과
효과음이 3 번 발생)을 정리하였다 [표 1]. 학습자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별 웹사이트에서 15 분 동안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난 뒤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피실험자들의 반응과 행동이
실제 대학 온라인 강의 학습자들의 반응 및 행동과
유사하도록 대학 온라인 강의와 흡사한 내용의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상의 길이는 집중을 끌기
쉬운 너무 짧은 영상은 피하고 실험에 용이한 15 분
강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영상을 보지
않고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 진행을 학습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사례조사

표 1. 실험집단의 유형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각 대학교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 강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강의 중 팝업 창이
발생하는 동시에 강의가 멈추어 확인 버튼을 눌러야
강의가 재개되는 방식으로, 일부 사례는 팝업 창 발생
시 효과음이 함께 발생했다. 두 번째는, 짧은 길이의
강의가 여러 개가 있어 한 개의 강의가 끝나면
페이지를 넘겨야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방식 모두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했다.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팝업 창
방식을 선택해 강의 이탈 방지에 대한 실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형

설정

1 유형

인터랙션 없음

2 유형

팝업창 1 번

3 유형

팝업창 3 번

4 유형

팝업창 + 효과음 1 번

5 유형

팝업창 + 효과음 3 번

3.3 질문지 구성
강의 시청 후 응답하는 강의 관련 퀴즈 10 문항, 기본
질문 관련 2 문항, 온라인 강의 인식 파악을 위한
5 문항 및 그 이유에 대한 2 문항, 강의 집중에 관련한
2 문항 및 선택 이유에 관한 1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퀴즈와 집중에 대한 문항은
피실험자의 강의 시청 중 이탈 여부를 실험자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퀴즈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이를
조정하였다.

3.1.1 팝업 창(Pop-up window)
팝업 창은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창이 아니라 기존에
열려있는 창 위에 갑자기 생겨나 일시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창을 일컫는 용어로[16], 이는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 사용자와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한 요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팝업
창은 특히 어떠한 일을 발생시킬 목적하에 생성되는
창이다[12]. 본 연구에서 팝업 창은 학습자와 온라인
강의 전달의 인터랙션 매개로, 팝업 창이 발생할 경우
강의가 중단되고 학습자가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강의가 재개되는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강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4 대상선정
본 연구는 약 7 일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집단은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된 125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이후 5 년 이내로 제한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각 그룹 내 동질성을 갖추기 위해 유형별로
피실험자 인원수와 성별 비율이 비슷하도록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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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팝업과 효과음이 3 번 나타날 경우 8.86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연구결과
4.1 자료분석방법

표 3. 인터랙션 팝업 유형과 인지 집중정도의 관계 평균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인터랙션 유형별 정답률, 인터랙션
유형별 집중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차이 검증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p<.05,** p<.01,
*** p<.001).

조사 대상자 125 명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50.4%(63 명), 여자 9.3%(62 명)로
구성되었다. 대학교 온라인 강의 체험 여부의 경우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85.6%(107 명)로 많은
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온라인 강의 시청 동기의 경우
(중복선택 가능)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69.2%(74 명), ‘면대면 강의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35.5%(38 명), ‘수강신청의 용이함
때문에’ 29%(31 명) 로 위 세 가지를 이유로 많이
꼽았으며 이외에 ‘복습이 용이해서’ 8.4%(9 명), ‘강의
내용이 듣고 싶은 내용이어서’ 5.6%(6 명), ‘기타’
5.6%(6 명)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4.3 본조사결과
표 2. 인터랙션 유형에 따른 정답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1 유형

26

8.94

1.18

26

9.14

1.12

24

9.11

0.93

25

8.96

0.71

24

8.86

1.15

P

(팝업 창 3 번)

4 유형

.864

(팝업 창+효과음
1 번)

5 유형

평균

표준편차

집중정도

인터랙션없음

25

.12

.33

팝업 1 번

26

.35

.48

팝업 3 번

24

.42

.50

팝업+효과음 1 번

25

.44

.51

팝업+효과음 3 번

25

.24

.44

유의확률
.047

실험 결과, 인터랙션 유형별 정답률과 집중 정도의
차이가 미미한 것을 통해 현재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랙션의 유형이나 인터랙션의 유무가
수용자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재 대학에서
활용하는 인터랙션은 본 설계 목적인 강의 이탈
방지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강의
중 인터랙션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쓰이는
인터랙션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에, 짧은 실험
기간과 표본집단 수는 보완하여야 할 점이며,
학습자의 강의 선택권을 통제한 것이 실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방법을 모의하여
학습자들의 실험 중에 한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들의

(팝업 창 1 번)

3 유형

N

5. 결론

(인터랙션 없음)

2 유형

설정

그리고 인터랙션 팝업 유형(인터랙션 없음, 팝업 1 번,
팝업 3 번, 팝업 + 효과음 1 번, 팝업 + 효과음 3 번)과
집중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2.49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랙션
유형별 정답률과 집중 정도의 결괏값에 대한
총체적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내가 원하는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사의 설명이 지루해서”이라는 대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
인터랙션의 유형에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잠깐의
이목은 끌었지만, 확인을 누르고 다시 다른 일을
하였다.”, “강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화면으로 시선을
유도함”과 같은 학습자의 의견을 보면 강의를 듣지
않고 있었다는 전제가 의견 대부분에 내재하여
있었다. 따라서, 인터랙션이 강의를 이탈한 학습자를
중간에 불러올 수는 있으나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강의 이탈을 완전히 방지하고 학습을 지속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기초분석결과

유형

유형

(팝업 창+효과음
3 번)

인터랙션 유형 간의 정답률 차이를 살펴보면,
인터랙션 없음의 경우에 8.94, 팝업 1 번의 경우 9.14,
팝업 3 번의 경우 9.11, 팝업과 효과음이 1 번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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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rastinski, S. A theory of online learning as online
participation. Computers &Education, 52(1), 7882. (2009)

인식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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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speakers are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users’ daily lives for relational purposes. We
conducte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smart
speaker users in order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human-like conversations with smart
speakers and expectations users have, which may
lead to continuous use. From the interviews, we
found that users apply a double standard to the
speakers’ human-likeness and de-escalate their
expectation for speakers according to expectancy
violation. We also found that users want their
speakers to have contextual awareness in various
situations. Our results may contribute to setting the
contextual awareness and expectation level of
relational agents in future smart speaker design.

Keyword
Relational agent, smart speakers, anthropomorphism,
user expectancy

1. Introduction
Today, people routinely communicate with devices,
such as talking to digital secretaries on smartphones.
That is to say, the emergence of messaging apps and
conversational agent(CA) is creating a new phase in
computer conversations.
A CA system can be defined as “a software program
that interacts with user using natural language,
whether text or voice,” and classified by instant
messaging platforms, text based messaging apps,
mobile OS, and voice-based OS and smart speakers.
Smart speakers allow users to voice commands and
interact in the most natural and easiest way.
While it is true that, until now, these smart speakers
have had many limitations in their communication

capability, it is still necessary to discuss smart
speaker
conversations
in
human-robot
interaction(HRI) dom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peech interfaces are used extensively as the
most natural form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in everyday contexts[1]. Second, smart speakers will
be increasingly used in a relational context, using
more human-like communication skills and
recognizing human emotions. Third, smart speakers
can be regarded as “a media and conversation
partner,” which is an interesting issue in the
communication/HRI field.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anthropomorphism of the conversation with smart
speakers and users’ expectation level. A human-like,
natural conversation would produce perceived
intimacy and induce user’s self-exposure, which
contributes to the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a user and CA system. Since smart speakers are still
in the development stage, research on smart speakers
aiming at relational purposes is in its infancy and still
limited. Our paper aims to provide a timely and
useful insight to designers and users of smart
speakers by answering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humanlike conversations with smart speakers?
b)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managing
the expectation for smart speakers and to drive
continuous use?

2. Related works
Recently, the discourse on the emotional response of
agents and the need for relational dialogue has been
increasing. People began to notice that robots c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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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lligent “companions” rather than simple
secretaries.
The term relational agent can be defined as
“computerized artifact designed to form and
maintain long-term social-emotional relationships
with users[2].” It aims to form emotional exchanges
and establish some kind of relationship. Recently
developed voice OS systems have some merits in
responding with social or emotional cues because
they can communicate in non-verbal ways such as
voice tone or pitch.
A smart speaker, an automated technology, needs
human-likeness when engaging in a conversation
with humans[3]. In order to increase human-likeness,
agents must communicate naturally with humans.
Naturalness is difficult to define, but generally means
‘more like a human-human interaction[4].’
Anthropomorphized interfaces attract positive or
negative attention, affect perceived intimacy of users
and make smart speakers more understandable and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eople anthropomorphize smart speaker agents,
form expectations, and project relational perceptions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3. Methodology
3.1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ploring how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smart speakers occur. Eight
participants (2 female, mean age 28.25 and range
20-34) were recruited by posting flyers on social
media (Facebook) and smart speaker communities in
Naver, a Korean portal. The types of smart speakers
used by participants varied from Amazon Echo,
Google home, Nugu, Eco Dot2, and Wave. Th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can be seen in Table 1.
Table 1. Demographic of participants

predictable [5].
However, there exists a controversy as to whether
users really want “human-like” agents. For example,
richness of the embodied CA’s modality did not
linearly increase perceived positivity, trustworthiness,
and likability of humans[6]. Rather, it represented a
variance of expectation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violations. It was shown that such studies focused on
the mismatch between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robots as the main cause of the phenomenon.
Smart speakers can mismanage user expectations and
give negative experiences notwithstanding the efforts
to mimic human interaction. In recent CAs,
expectation management is reported to be one of the
major issues of developers[7]. Luger and Sellen[8]
argued that there was a huge gap between users'
expectation of interactive agents and actual
experiences, and that was the reason for the limited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agents compared
to
human-human
interactions.
Studies
on
expectation gap and expectancy violation [6, 10, 11,
12] empirically examined that a robot’s behavior is
influenced by expectation settings and influences
final expectations as well.

p#

gender

age

CA

knowledge lv.

P1

M

30

Echo

High

P2

M

26

Echo

High

P3

F

20

Google home

Low

P4

M

30

Nugu, Echo,
Google home

Mid

P5

M

30

Nugu

Low

P6

M

24

Echo, Google
home

High

P7

M

34

Nugu, Echo
dot2

High

P8

F

32

Wave, Echo,

Mid

Google home

3.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The
purpose of the interview was to obtain various
detailed information that appears i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user and the smart speakers. Each
interview took about 60 minutes, and the interview
was recorded under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5 categories: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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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how they use speakers, usability of
speakers, expectations towards speakers, relationship
perception towards speakers, and privacy concerns
on smart speakers. The recorded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the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9]. Three researchers repeatedly
rea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thinking about the
patterns of data, and generated a list interesting ideas
from the data. The next step was to code the
extracted ideas and sort them with similar themes by
building a thematic map. After that, there was
refining process to collapse or break down themes by
iterative reviewing and discussion. Finally, the theme
was finalized.

who had low expectations for the speakers from the
beginning were less disappointed than those with
high expectations. For instance, P2 said that he was
satisfied with his smart speaker because his relatively
low expectations were met: “I didn’t expect much
from this level of smart speaker technology, so I am
satisfied with the functions that I use.”

4. Findings

expectations, participants described their feelings as
“hurting(P4)” or “lack of respect.” Most participants
who received an error message did not try again and
abandoned the command, so the error message
seems to be a critical factor in the continued use of
the smart speaker.

4.1 Conversation experience
There wa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the
communication accommodation occurred as the user
proceeded conversation with the speakers. P7 said,
“When I talk to speaker, my conversation pattern
changed into a form of talking with the machine
rather than with the person.” As people recognize
speaker is a machine that is not capable of equal
interaction like humans, participants showed a
different type of communication accommodation.
For example, unlike human interactions, the tone of
the voice became dry, and they showed a way of
“adapting to speech in a way that speaker could
perceive (P6)” easily. “Just like memorizing
commands ... (P7),” they also showed a tendency to
communicate using only certain words repeatedly.
Participants also felt that conversation with speaker
gave them no cooperative feeling which is very
important in human to human conversation. P2 said,
“We don’t take turns. The conversation doesn’t go
further with speakers.” And P7 said, “It would be
nice if the speaker starts or continues the
conversation. However, it only answers the questions
I ask it.” Participants said that due to the speaker’s
restrictive nature, they are less inclined to use it
frequently.
4.2 Expectation level
While all eight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will
continue to use smart speakers in the future, those

Smart speakers’ error messages to users’ voice input
negatively violated their expectations. On reporting
his experience with error messages, P7 said, “I
usually just give up and move on to difference task. I
try to ask other questions, but sometimes I do not
even ask another question because you do not get it
anyway.” When the agent failed to meet users’

Some users have suggested different types of error
messages. P1 suggested, “I think it would be cute if
the agent mixed in humor when sending an error
message (P1).” This indicates that the users were
willing to mitigate the impact of expectation
violation
through
agent
anthropomorphism,
implying that current error messages give mechanic
impression.
4.3 Anthropomorphism
It can be suggested that a repetitive or limited
number of responses from the speaker lowers the
degree of human-likeness users feel toward the
speaker, whereas elevating that of machine-likeness.
That led to users’ negative experiences. One user
(P4) said he “realized the speaker is more
machinelike than human-like whenever it repeated
the same answer it has said before,” for example,
when he asked Amazon Echo to sing a song or tell a
joke.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showed an ambivalent
attitude about which criteria should be applied
between a passive agent and the active—more
human-like—agent. Most participants wanted the
smart speaker to initiate the conversation from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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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ime based on context and situation and believed
the interaction initiation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user’s mood or what they were doing. For instance,
P1 said, “As long as the ‘push’ doesn’t disturb me,
the idea that it starts the conversation would be
nice,” while acknowledging the unclearness of the
criteria saying, “but deciding when the speaker to
start conversation or not is difficult because that has
to do with my mood.”
4.4 Relationship recognition
We asked participants what role they would expect
for future smart speakers. Mostly they wanted an
assistant like a friend who could still play the role as
a suitable tool. P1 said “It would be better if they are
humorous or use an interjection such as “um...” P8
responded positively to improving the humanlikeness aspect by saying that it was a good
experience for speakers to remember her favorite
colors and use them in conversations later. However,
most of them also have responded negatively to
situations where smart speakers are replacing human
beings beyond a certain level, and some participants
even expressed it as frightening. P2 said, “I like the
speakers to be like a close assistant. If they try to
replace the role of a girlfriend, for example, I’m not
going to like that.” P7 said, “People forget things, but
a machine is scary since all of the information
accumulates.” In other words, participants want
those speakers to play the role of a social partner,
but only to their desired extent.
4.5 Privacy issues
Participants were not very concerned much about
their private data being recorded as long as they
were notified in advance, which reconfirms previous
research [13]. They were aware that personal
information on the web was collected regardless of
their will. P6 said, “There may be such an issue, but
what can I do? We all already knew that what I am
doing is up in the calendar, and where I go is
recorded by GPS, and Google knows everything. I
think my information is all public information
anyway.” From a similar but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I do not care if the information is
already collected and out in public, but I just do not
want the collected data to be shown to me (P1).”

Concerns about privacy are not due to the fact that
the user data is collected, but ra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device and the situation in which smart
speaker is used. Interestingly, participants expressed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idea of targeted
advertising from the smart speakers, unlike the
attitudes they showed when the device was a
computer. This seems attributable to the idea that
the concept of private ownership is stronger in the
case of smart speaker systems than that of a
computer. P8 also expressed her dislike for the idea
of targeted commercials from the smart speaker,
saying “If the device were free, I might be able to
listen to the ad. But because I paid for it, that would
be too much.” This suggests that users hav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omputers and smart speakers.

5. Discussion
5.1 Retaining context up to no one knows yet
Conversations with a smart speaker are “a series of
one-offs,” and thus most of the exchanges of
information “barely meet the threshold of being
considered a conversation [14].” One of the negative
experiences most participants mentioned was an
absence turn-taking nor continuous dialogue.
However, a smart speaker retaining entire dialogue
patterns and contexts related to the user based on
collected data is not likely to be unconditionally
welcomed. While humans selectively remember
information that they consider important, machines
can store all information—and that’s where
resistance can occur. Some interviewees mentioned
“Too smart will be scary, because it has all of my
information and knows too much about me and
never forgets(P7).” It is thus necessary to study
which threshold-crossing of the speaker triggers
rejection or negative feelings from the user, and
apply that to the user interface design. One design
implication we can suggest is to retain the context
for a set or chunk of conversation. As the temporal
closeness of the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nversation decreases, the less necessary to retain
the discourse. Smart speaker may also infer a format
of dialogue such as the average number of turns in
one set of conversation and apply that to re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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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while “pretending” it does not remember
some information exchanged.
Retaining context is closely related to privacy issues
during interactions with smart speakers. Previous
research on robots has shown that users tend to
apply social relationships to robots[12], and this
finding can be extended to the case of smart speakers.
Although a one-off, the interaction has a minimal
form of conversation, and users recognize some form
of relationship and disclose more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subjective privacy level of the
information that the user tries to exchange, the
degree of resistance users feel when seeing their
information being repeated by the speaker can vary,
as some participants mentioned in the interview. In
response to this problem, designers can offer various
options for privacy settings before using the speaker,
such as providing adjustment options for
personalized sensitivity pushes for data collection
such as taste, route, purchase history, network
information, etc.
5.2 Finding expectancy threshold
When the efforts to communicate with smart
speakers fail, a huge gap between user’s initial
expectations and actual interaction experiences is
created[8]. What follows is decrease in use to only
the tasks that users expect to succeed. This shows the
de-escalation process of expectations. To prevent
discontinuation of use through unconfirmed
expectations, we suggest setting a level of initial
expectations. Some of the CAs, which set up the
agent character as a child (i.e. Eugene Goostman,
Rinna) or as a psychotic (i.e. Parry) to make users
maintain their expectations or tolerate possible
expectancy violation, can be reference for the
artificial setting of expectations.

6. Limitations
Although this study tried to recruit participants who
used smart speakers for more than one month, it was
difficult to recruit the interview participants since the
major smart speakers were only released for one year
and the speakers released in the US were not
officially released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sample was relatively small and participants mostly

had features such as early adopter, male, single, and
tech-savvy. However, we determined that groups
with these characteristics could provide insights that
matched the research objectives.

7.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action patterns for
smart speakers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 found that users tend to have a double standard
on the agent’s human-likeness and tend to deescalate their expectation as their expectancies are
violated. We also found that users want their smart
speakers with contextual awareness in various
situations. There seemed to be a problem of setting
criteria or threshold of context awareness and
expectation level in using smart speakers.
Our work may offer insight into how to design
relational smart speakers. We suggest to study which
threshold-crossing of the speaker triggers rejection
or negative feelings from the user and apply that to
the interface design. To maintain the expectations for
speakers, we suggest artificially setting a level of
initial expectations or finding a boundary value of
expectation for compliance of communic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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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존재하나,

jdcho@skku.edu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은 지각된 어포던스의
관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접근성이 떨어질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게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스마트폰

성균관대학

경우, 지속성이 특히 중요한 자기 계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더하여,

스마트폰 가상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활용은
지각된 어포던스의 관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용자의

자기계발

계획

실천

정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색채 정보가 담긴 시각적 피드백을,
장기적으로는 성장함을 보여주도록 디자인된 인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어포던스를 확보하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더하여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돕는 실제 환경에서의 성장 아바타 시스템을

나무 아바타를 접근이 쉬운 실제 환경에 배치한다.
이로써 기존 어플의 게이미피게이션 요소와 지각된

제안한다.

어포던스를 모두 확보하여, 사용자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기계발

주제어
자기계발, 아바타, 지각된 어포던스, 게이미피게이션

2. 관련 이론
2.1 게이미피게이션과 학습

1. 서 론

자기계발
범주에
포함되는
학습의
경우,
“게이미피게이션은 어떻게 학생들을 움직이는가:

전국 19 세~59 세 남/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8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1].

학습시간

그런데,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이
자기계발을 계획한 그대로 꾸준히 지키지는 않는다.
자기계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주로

분석을

통한

심리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계획을

이 연구에 따르면, 학습시간 관리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게이미피케게이션 요소는 크게 게임적 기술,

지키려는
의지를
되새기거나,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다고 한다[2]. 이를 도울 수 있는

게임적

방법으로 계획의 실천 정도에 따라 뱃지와 같은 상을
제공하거나,
경쟁
게이미피게이션을

관리서비스

반엔트로피와
밈에
관한
연구”
[3]에서
게이미피게이션 요소를 도입해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사고,

동기

부여,

문제해결

그리고

밈(Meme)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적 기술과
동기 부여가 어떻게 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요소를
도입하는
등
활용하는
스마트폰

탐구한다.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학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먼저, 게임적 기술은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과제를 수행했다는 배지를 획득하거나 포인트를 얻는

그런데
그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이라는 가상 환경에서 구동이 된다는 한계를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기계발 계획을 성취할 때마다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해당 어플리케이션만을

긍정 또는 부정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동기부여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방향과

활용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을 공유한다. 곧 실제 물리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무 형상을

공간에서, 행동을 유도하도록 디자인된 사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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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바타가 사용자가 자기계발을 수행할 때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자기계발을 잘

위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 것은 사용자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지켰을 때는 초록색,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
스펙트럼을 가진 Neo pixel 광원을 사용함으로써

성장은 단발성이지 않고 연속적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사용자가 해당 인공 나무를 성장시키고 싶은 외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있다.

3. 시나리오

2.2 지각된 어포던스

먼저 생활패턴 상 접근이 쉬운 물리적 공간,

도널드 노만 박사의 "지각된 어포던스"란, 사물에

이를테면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는 방에 인공 나무를

대한 지각된 속성이 사물을 어떻게 사용되고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메타포를 통하여 제공하는

배치한 것을 가정한다. 이로써 의식적으로 그 나무를
보러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보게 될 수

것을 말한다[4]. 이 관점에서 유사 기존연구에는

있도록 한다. 아바타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flower avatar 가 있다.

자기계발 기간, 세부 자기계발 활동 등을 정하여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완료되면 계획을

Flower avatar[5]는

꽃의 상태를 메타포로

지키고, 지켰다는 것을 매일마다 체크한다. 이 과정은

사용하고,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책상에 앉아있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자기계발
계획을 잘 지켜서 체크를 하게 되면, 마치 나무에

사용자의 자세 교정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아바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먼저 사용자의 등에 부착된

양분을 주는 것처럼, 인공 나무의 상태가 좋아져 Neo

자이로 센서와 의자에 장착된 FSR(Force Sensitive

pixel 의 빛 스펙트럼이 노란색에서 초록색쪽으로
이동하며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잘 지키지 않을

Resistor)센서로 사용자의 자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정보를 정량화하여, 3D 프린터로 제작된 꽃
모양의 물리적 아바타가 사용자에게 자세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경우,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 인공
나무를 방치하면 상태가 나빠져 Neo Pixel 의 빛
스펙트럼이 점점 노란색에서 빨간색쪽으로 이동하며

자세가

올바르면 꽃은 제대로 서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경우
꽃줄기가 구부러지며 사용자가 자세를 올바르게 할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의
상태에 따라, 인공 나무는 점점 위로 자라나거나,
이전 상태로 퇴화하게 된다.

것을 유도한다. 이 시스템은 범용적 용도로 쓰이는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으로 구현된 꽃 아바타보다,
자세 교정을 위해 물리적으로 디자인된 꽃 아바타가
사용자가 인지하기 좋으며, 사용자의 자세 교정 유도

4. 실물 성장 아바타 시스템 디자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6].

4.1 전체 시스템 구성

이와 같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된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획을 짜고, 실천한 것을

실제 사물을 활용하여 지각된 어포던스를 확보하는
것을 본 연구에 적용한다. 메타포로는 실제 나무처럼
인공 나무를 키우는 것을 활용하여, 인공 나무는

체크하면 Bluetooth chip 이 내장된 Orange board 와
데이터를 동기화하며, 데이터에 따라 나무의 성장을
조절할 Linear Motor 를 제어하거나, 체크에 따른

눈으로 보게 될 때마다 자기 계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못했던 계획 실천을 유도하도록 디자인한다.

나무의 실시간 상태에 따라 Neo pixel 이 초록색부터

2.3 색채가 제공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

빨간색
빛
스펙트럼을
디스플레이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자기계발 활동을 지키지 않아

“Relaxation 과 Distress 감성 표현을 위한 색채
연구”[7]에

따르면,

색채는

인간의

감정이나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나무의

심리상태를 대변하며 수용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색채와 비교하여

상태를 나쁘게 하기 위해 시간을 잴 RTC 모듈도
보드와 연결된다.

초록색이 Relaxation 감성 표현 효과가 높고, 이는
평안함, 자기만족과도 연결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빨간색의 경우는 신속한 행동이 요구될 때 사용되며,
경고 용도로 쓰이기에 좋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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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도록 한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림 3 과 같은 화면에서
자기계발 계획을 잘 지켰는지 매일 체크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

4.2 앱 플로우
사용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그림 3 앱 흐름 - 나무 관리하기 (계획 체크하기)

나무를 사다 새로 키우는 것처럼, 그림 2 와 같이 자기
계발 계획을 작성한다. 총 3 개의 화면으로

표 2. 그림 3 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

구성되어있다.

그림 2 앱 흐름 - 나무 심기 (계획 작성하기)
표 1. 그림 2 의 각 화면에 대한 설명

화면

세부 설명

Period &
Difficulty

사용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무가

체크
아이콘
(파란색
박스)

오늘 지켜야 할 세부 활동 아이콘이다.

현재
양분량
(초록색
박스)

인공

총
양분량
(빨간색
박스)

인공

활동을

지킨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라지며, 현재 양분량이 일정량
증가한다.
나무의

실시간

양분

상태를

나타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활동을 체크할 경우 일정량 증가한다.
나무의

현재

단계에

대한

성장정도이다. 매일 주기로 현재 양분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증가하고,
아닌 경우 감소한다.

잘

자라는지를

인공 나무는 성장 정도에 따라 크게 4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계절나무(겨울, 봄, 여름,
가을)을 상징한다. 총 양분량이 100%에 도달하거나

정하는

파라미터다.
of

세부 설명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기계발 기간,
난이도를 설정한다. 난이도는 사용자가
얼마만큼 자신의 계획을 잘 지켜야

List
plan

컴포넌트

0%로 떨어지면, 나무의 단계가 1 단계 증가하거나

자기계발 계획의 세부 목록 리스트이며,

감소하여,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체크 화면이 그림 4 처럼 바뀌게 된다.

해당 리스트를 클릭하면 계획의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분홍색 원형 +버튼을
누르면 계획의 추가가 가능하다.

Plan
setting

계획할 활동의 세부 설정이다. 해당
계획만의 이름, 중요도, 체크 시간, 체크
요일, 아이콘을 정한다. 중요도가 높은
활동은, 체크에 대한 나무의 상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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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획을 잘 지켰을 때의 피드백

어플리케이션에서 계획을 계속 지키지 않았으면,
그림 7 과 같이 인공 나무가 부정적 피드백을 준다.

그림 4 나무의 성장에 따른 체크 화면 전환

4.3 인공 나무 아바타 디자인

먼저 Neo pixel 의 빛이 점점 빨간색 빛에 가까워지며,
이 빨간색을 유지하면 매일마다 Linear motor 에
의해 나무가 아래로 퇴화하게 된다.

완성된 아바타 디자인은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에서 (1)은 인공 나무의 프레임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출력하였다. 나무가 위로 성장하면서 나무의
아래쪽 부분이 보이게 된다. 보여지는 부분은 나무의
단계가 높을수록 성장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가
더 뻗어 나가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각 계절의 대표
색으로 염색된 ‘스칸디나모스’라는 식물로 나뭇잎을
표현했다. (2)는 Neo pixel 이며, 나무의 내부에서
은은하게

빛나도록

프레임

안쪽에

삽입하였다.

그림 7 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피드백

(3)은 Linear motor 로 나무의 성장, 퇴화를 보여주기
위해 마찬가지로 프레임 안쪽에 삽입하였다. Neo
pixel 과 Linear motor 는 (4)인 orange board 에

5. 사용자 조사

의해 컨트롤 된다.

5.1 조사 방법
실제 구현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이
시스템이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의 사용자 조사는 긴 시간 동안 사용자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보고 평가하는 Field research
형식이 아닌, 구현 시스템을 사용자들의 눈 앞에서
모든 기능과 피드백을 시연하고 사용성 평가에 대해
설문하는 Laboratory research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통해,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5.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20, 30 대

그림 5 아바타 디자인

대학원생 및 일반인 7 명(남자 4 명, 여자 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4 인공 나무 아바타 피드백

5.3 평가 방법

어플리케이션에서 계획을 지속적으로 잘 체크했으면,
그림 6 과 같이 인공 나무가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

평가 목록은 표 3 과 같으며, 리커트 5 점

먼저 Neo pixel 의 빛이 점점 초록색 빛에 가까워지며,

척도(1 점을 ‘전혀 아니다’, 5 점을 ‘매우 그렇다’로
정함)를 활용하였다. 평가에는 사용자가 자주

초록색을 유지하면 매일마다 Linear motor 에 의해
나무가 위로 성장하게 된다.

접근하는 공간 안에 해당 인공 나무가 배치된 상황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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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 목록은 실물 아바타인 인공 나무가

것처럼,

얼마나 자기계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하였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3.

나누고, 다중 질문으로 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인공
나무가 사용자의 눈에 띄어서, 사용자가 자기 계발을
평가이다. 두 번째 파트는 인공 나무의 기능 디자인이
실제로 자기 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평가이다.

마지막

3-1.

파트는

디자인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특별히 인공 나무를 도입한 것이

인공

때보다,

앱만 쓸 때와
비교해, 실물
아바타가
자기계발
지속에
효과가
있는가?

한다는 점을 얼마나 자주 상기 시킬 지에 대한

관한

자신을

키운다는

관리하고 싶을 거 같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목록을 크게 세 파트로

유도하는지에

나

생각으로 인공 나무를 지속적으로

나무

인공

앱만을

나무로도

사용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계발을
더 오래 지속할 거 같다.
3-2.

인공

나무

앱만을

사용할

때보다, 인공 나무로도 재미요소를
느낄 수 있어서 자기계발을 더 오래
지속할 거 같다.

자기계발에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표 3. 평가 목록

5.3 평가 결과

대분류

세부 질문

1.
자주
인지되기
쉬운가?

1-1.

인공

나무를

내가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한 전체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였으며,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아래

매일

표 4 에 제시한 것과 같이 1~5 점을 색채로

드나드는
곳(ex.
침실)에
배치해둔다면, 나의 이목을 오랫동안

시각화하였다.

끌 것 같다.

표 4. 결과값 시각화 도표

1-2. 인공 나무가 나의 생활공간에

1점

배치됨으로써, 내가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주 생각날 것이다.

2점

3점

2

1

4점

3

5점

4

5

1-3. 인공 나무의 변화하는 불빛은
나의 이목을 지속적으로 끌게 될
것이다.

5

의

“자주

인지되기

쉬운가?”에

대한

성장하거나,

퇴화하는 모습의 변화는 나의 이목을

이상으로 응답했으므로, 개발된 인공 나무 아바타는

지속적으로 끌게 될 것이다.

자주 인지되어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자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4.

2. 자기계발
계획을
지키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가?

표

평가결과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이 4.10 이고,
전 항목에서 7 명중 6 명 이상(85.7%)이 4 점

인공

나무가

2-1. 인공 나무의 초록색 불빛을
보며,

자기계발을

잘하고

표 5. 자주 인지되기 쉬운가? 에 대한 평가 결과

있다는

안도감 내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세부항목

2-2. 인공 나무의 붉은색 불빛을
보며,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1-1

4

4

5

5

4

4

4 4.29

심리적

1-2

4

3

5

5

4

4

4 4.14

1-3

3

4

5

4

5

4

4 4.14

1-4

5

4

4

4

4

4

2 3.86

계획을

지키도록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3. 인공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마치

나

자신이

성장하는

평가 척도 값 (7 명)

평균

것처럼 느껴질 거 같다.
표

2-4. 인공 나무가 퇴화하는 것을
보고, 마치 나 자신이 퇴화하는

마치

실제

나무를

의

“자기계발

유도하는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이 3.43 으로, “인지되기 쉬운가?”보다는 꽤
낮은 점수가 나왔다. 특히, 2-4 인 “ 인공 나무가

것처럼 느껴질 거 같다.
2-5.

6

키우는

퇴화하는 것을 보고, 마치 나 자신이 퇴화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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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질 거 같다.”는 평균이 3 으로 나왔다. 이는 현재

제안한

것에서

실제로

자기계발의

지속성을

제안된 인공 나무가 단순히 화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므로, 퇴화를 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1.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단, 2-5 인 “ 마치 실제

자주 인지되기 쉬운가?”라는 평가항목에서는 인공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나 자신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인공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거 같다”에는

나무 아바타는 사용자가 의도치 않아도 자주
인지되기 쉬우므로 자기 계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7 명 중 5 명(71%)이 4 점 이상으로 나왔으므로 실제

일깨워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나무를 키우듯 자신을 키운다는 메타포적 요소가
계획을 지키는 행동 유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계발 계획을 지키도록 유도하는가?”의 평가
항목에서의 결과에서는 계획을 지키려는 심리를

표 6. 자기계발 계획을 지키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가?
에 대한 평가 결과

세부항목

평가 척도 값 (7 명)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실치 않으므로 추가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나무를 키우듯 자신을
키운다는 메타포적 요소를 사용자들이 받아드린다는

평균

점에서 지각적 어포던스를 어느정도 확보한다고 볼

2-1

5

3

4

4

3

3

4 3.71

2-2

4

3

4

3

3

4

2 3.29

마지막 “앱만 쓸 때와 비교해, 실물 아바타가

2-3

4

3

3

4

3

3

3 3.29

자기계발 지속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2-4

2

3

3

2

4

4

3

2-5

5

4

3

4

4

3

4 3.86

수 있었다.

실물 아바타의 성장 및 상태에 따른 빛 스펙트럼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그에 따른 재미 요소 자체는

3

추가적으로 자기계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단, 표본이 얼마 되지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실제

표 7 의 “앱만 쓸 때와 비교해, 실물 아바타가

사용성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자기계발 지속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두 항목에 대한 평균이 4 가 나왔고, 두 항목

존재한다. 추후에는 최소 2 주 이상, 일상 생활
환경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보면서, 실제로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Field research

모두 7 명 중 5 명(71%)이 4 점 이상으로 나왔으므로,
인공 나무를 도입해 지속적인 불빛과 성장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는 앱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자기계발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하는 데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사의 글

표 7. 앱만 쓸 때와 비교해, 실물 아바타가 자기계발 지속에
효과가 있는가? 에 대한 평가 결과

세부항목

평가 척도 값 (7 명)

이

평균

3-1

3

4

4

5

5

3

4

4

3-2

5

4

4

4

5

3

3

4

연구는

“2017

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S-2017-0117000)”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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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 선행연구 조사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의 콘텐츠(Contents)를 바탕으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안한다. 연구 실험은 관광지인 미국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 스트립(Strip)에서 이루어졌으며,
라스베이거스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 및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시스템을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조사하고
디지털화하였으며, 게임 엔진 프로그램인 유니티
쓰리디(Unity 3D)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GPS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마커리스(Markerless) 증강현실 방식의
모바일
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유저 스터디(User study)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증강현실의 교육
활용성에 관해서는 Zhigeng Pan [레퍼런스 1]가
연구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에 기반을 둔 가상 학습
환경(virtual learning environment)에 대한 교육적
엔터테인먼트를 제작하고 연구 조사 한 결과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 학습 환경을 통해서 학습자의
교육적인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실험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외부 증강현실 실험에
관해서는 Hirokazu Kato 의 [레퍼런스 2]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강
현실
도시
계획
시스템(augmented reality city-planning system)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HMD
(Head
Mounted
Display)를 사용하여 증강현실 도시 계획 시스템을
만들었다.

주제어

Schmalstieg

증강현실, 위치 기반 증강현실, 마커리스 증강현실,

증강현실
의

논문

투어에

관해서는

[레퍼런스

3]이

Dieter
있다.

이

교육 시스템, GPS, 관광지, 관광 콘텐츠, 교육 콘텐츠,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박물관 가이드(Augmented
Reality Museum Guide)를 개발하였다. 박물관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

방문자는 증강 현실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사진 및

1. 서론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고, 증강현실 투어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AR

1.1. 연구 목표

투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적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네바다 주에 있는 관광지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이다.
스트립은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호텔들이 밀집한

투어 증강현실이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인다.

2. 본문

거리(street)를 말하며, 스트립 소재의 호텔들은 특수한

2.1. 콘텐츠 제작 및 시나리오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활용한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시도는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각 호텔이 가진
독특한 콘셉트 요소들을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순한 증강현실 체험에 그치지 않고, 제작된 콘텐츠의
교육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1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경험하는 증강현실 앱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

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문화적, 역사적 정보를 증강현실 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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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실험을

비교

위한 장소로 New York New York 과 Luxor 호텔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와

이미지가 표시되어, 피험자가 스터디 장소에 제대로
도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함으로

피험자의

스마트폰에

증강현실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실험이 이루어지는 두 호텔은 각각 3 개의 스터디
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6 개의 스터디 장소를
가지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뉴욕의

거리풍경을

모티브로 하는 New York New York 호텔에서는
사용자가 뉴욕과 관련하여 과학, 역사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그림 2 AR strip 앱 구동 이미지

역사와 문화를 차용한 Luxor 호텔에서는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등 고대 이집트와 관련한 문화, 역사,

그러나 GPS 의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목표 지점에

그리고 수학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기획을 바탕으로 교육용 증강현실 앱인 AR Strip 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AR Stri 앱을 사용하여 수학, 역사, 문화 요소를 학습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각각의 스터디 장소와 콘텐츠는 표 1 과 같이
구성하였다.

New
York
New
York

Luxor

Roller coaster and kinetic
energy

Science,
History

Roller coaster and
acceleration

History,
Science

Statue of Liberty, mass and
volume

History,
Culture

Sphinx

History,
Science

Pyramid and volume

Culture,
Science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각도 값을 이용하였다.
피실험자가 미리 지정한 스터디 장소의 GPS 반경 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특정한 각도의
반경 안에 놓이도록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증강현실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3 은 사용자가 스터디 위치의 GPS 반경에 도달한
후에 지정된 각도에서 증강현실 이미지를 찾는 방식을
나타낸다.

표 1. AR Strip 앱의 6 개 스터디 장소의 내용구성
Science,
History

정확히 이미지를 증강시킬 수 없는데, 이를 보정하기

그림 3 AR strip 시스템: 각도 시스템을 도입한 GPS 기반
증강현실

Obelisk and circumference

2.3. 유저 스터디
유저 스터디는 AR Strip 앱을 사용하여 실험을

2.2. GPS 기반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제작
AR Strip 앱은 마커리스 방식을 가진 증강현실 앱으로

진행하였다.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피험자들은 앱을
통해 6 개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유니티 쓰리디에서 지원하는 GPS 모듈로 제작하였다.

관광지에서의 증강현실 콘텐츠 앱인 AR Strip 앱의

마커리스 방식의 증강현실은 GPS 의 값을 실시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실험 스터디를 위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각의 6 개 장소의 위도와 경도 값을 데이터로 만들어
둔 후, 실험 스터디 장소에 도착한 피험자가 증강현실
체험을 위해 앱을 실행할 때 피험자의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위도와 경도값을 미리 저장된 데이터와

실험전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얻어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을 완료한 후에도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앱 콘텐츠의 교육 효과를 조사하였다.
증강현실 앱을 활용하여 각 호텔의 문화, 수학 정보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의 흥미도가 높아짐을 확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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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피실험자들이 증강현실 앱으로 보다 쉽게 수학

앞으로 서울이나 평창과 같은 관광지에서도 교육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유저 스터디의 목표다.

목적으로 증강현실 앱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 조사를
확장 시킬 계획이며 차기 연구진행 시에는 실험

이번 연구의 유저 스터디에는 총 10 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은 실험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으며 피실험자가
직접 AR Strip 앱을 구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중 60%의 피실험자들은 증강현실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실험에

앞서

진행한

참여자의 수를 늘려 유저 스터디 결과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해당
계획이다.

1.Z. Pan, AD Cheok, H Yang, J Zhu, J Shi. 2006.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수학 교육

Virtual reality and mixed reality for virtual learning
environments, 20-28.
2.H. Kato, K. Tachibana, M. Tanabe, T. Nakajima,
Y. Fukuda. 2003. A City-Planning System based

콘텐츠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 에서 10 점 만점에 평균
8 점을 기록하였고, 증강현실 앱으로 공부를 할때의
흥미를 묻는 문항에서는 평균 9 점을 기록하였으며,
증강현실 앱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평균 7 점을 얻어, 관광지에서 즐기는
증강현실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 교육에 도움이 될
가설이

메타 데이터도 추가할

참고 문헌

교육적인 콘텐츠를 증강현실 앱으로 제공할 때 그

것이라는

관광지의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on Augmented Reality with a Tangible Interface.
3.D. Schmalstieg, Daniel Wagner. 2005. A Handheld
Augmented Reality Museum Guide. In Proc. IAD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Learning.
4.www.unity3d.com

또한

만들어진 증강현실 앱을 통하여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문화와 역사, 과학의 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현장 실험 진행 모습과 앱 구동 이미지

3.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문화,
역사, 그리고 과학적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용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사용자 스터디를 통하여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애플리케이션의 유용성 및
사용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자를 모집, 앱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증강현실 앱인 AR
Strip 을 사용한 유저 스터디의 결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와 같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증강현실 앱을
사용하였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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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서비스에 적합한 대화형 에이전트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Conversation Agent model for companion animal service
이창빈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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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를 돕는

반려동물을 위한 웨어러블은 현재까지 데이터를

UX 디자인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모델인 대화형

나열해주거나

이미지로

표현해주는

플랫폼들이

다수로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단방향의
모니터링 기능에 국한되어 반려견과 사람간 사이의

에이전트를 사용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구축되어
정보가 제공되게 하기위해, 대화형 모델개발에
필요한 컨텍스트의 정의 및 대상 퍼스널 모델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인터렉션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3 개(유치원 선생, 수의사, 반려견 의인화) 데이터를

또한 반려동물과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도와주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 평가하여, 반려견 의인화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퍼스널리티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술적 접근 또한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통해 퍼스널 모델들이 적용되는 향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는데

반려견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제안을 할 수

도움을 줄 수 있다.

있는 대화형 에이전트(CA)를 구축할 때 필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애견과
사람과의

주제어

인터렉션을 돕고 공존을 지향하는 개발로 이어지는데

반려동물,

펫케어,

챗봇,

언어학,

기여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다.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UX, HCI

2. 관련연구
최근의 대화형 에이전트(CA)에 관한 연구는 2016 년

1. 서 론

CHI 에서 발표된 Microsoft Research 의 “Like
Having a Really bad PA” 에서 제시한 연구를

1.1 연구의 배경
반려동물 가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적은

수준이며,

이에

견주들은

사례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간-컴퓨터의
인터렉션
플랫폼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상호작용 요소가 잘

반려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산책 등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개와 사람 간의 인터렉션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져

출시되고

발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14 명의 CA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결과 애플의 Siri,
구글의 G Now, MS 의 Cortana 등 다양한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들은 견주의
부재시에도 개의 상태를 측정하고 견주에게 알려주어

CA 시스템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용자 기대와
운영사이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모든 사용자는
현재의 CA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견주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내에 견주와 반려견 간의
인터렉션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줄 수 있는

본 연구는 현재의 CA 가 사용자와의 인터렉션 충족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제시하였다.

이끌지 못하는 것은 각 CA 의 멘탈 모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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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016 IBM DeveloperWorks 의 Michal
Yuan 은, CA 시스템을 디자인함에 있어 성공요소에

일상에서 만나는 CA 의 사례라 할 수 있는 동물
유치원 선생과 수의사, 그리고 반려동물 자체를

대해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CA 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인화 하여 표현하는 사례까지 더하여 총 3 가지의

작동되어야 하며, CA 사용 범위와 목표에 맞는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대화를 위한

퍼스널 타입을 통해, 각 퍼스널 타입과 더불어 텍스트
구조 적용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차이 여부를

컨텍스트 - 모델 디자인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CA 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와의

3.3 조사 환경 구축

퍼스널리티의 제안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반인
그룹과 더불어 전문가 그룹(수의사) 각각 10 명, 총

3. 조사 설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얻을 수

효과적인

인터렉션을

구사할

수

있는

모델,

20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과거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를

3.1 연구 방향

수행하기에 앞서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본을 제공,

기존 범용적인 대화형 에이전트의 개발은 사용자와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정보교환 방식에 따라 1 회성 질의응답 방식과 연속
대화형 형식, 그리고 지능의 획득 방법에 따라

3.4 제시모델

지도교육 및 자율학습으로 총 4 가지로 분류한다.

실험 참여원에 제시할 모델의 경우 총 3 가지로,

하지만 이러한 4 가지의 개발은 모두다 양질의
컨텍스트를 필요로 한다. 현재에 이르러 지식을

유치원 선생, 수의사, 의인화된 반려견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수집하여 구조화하고 정형화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혹시 똘이(반려견)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좀 더
시켜주면 어떨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일상 대화형 CA 모델의
경우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지만, 전문적인

좀 더 운동을 시켜 준다면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활동량을 가질 수 있을거에요.

목적에서 특정 관찰 대상의 상태를 관찰자에게
전달해주는 동물병원 진단서, 동물 유치원 알림장과
같은 경우 전달해주는 텍스트가 잘못될 경우 오히려
사용자에게

있어

장점보다

단점이

오늘 활동량이 적어서인지 기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있어주면 좋을거에요.

부각되는

유치원 선생의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알림장 등의
사례를 참조로 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인터렉션이 일어나 CA 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인터렉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A 에

동물유치원을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협조를 받아 대화

필요한 컨텍스트 구축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데이터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호자의 참여를 이끌고 소통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체로서 활용되어 그날 활동에 대한 특이사항,

3.2 주제 설정

검증,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아이의 기분 및 상태, 추후 활동에 대한 준비사항

CA 에 필요한 컨텍스트 구축에 있어, 반려견

등의 정보를 알리는데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호자에게 제공될 담화과정을 인지 체계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하고자 언어 이론과 사용자 경험적 측면으로

활동량을 체크한 결과, 어제에 비해 활동을 덜했으며,

나누어 진행하였다.

같은 종 견들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적 측면의 경우, 전달해야 할 언어정보의 구조에

운동을 시켜 주셔야 건강 활동량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대해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테마-레마 법칙,
응집성 현상 등의 텍스트 구조학에서의 구조 접근

반려견과 같이 활동을 더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식을 통해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볼 때의 CA 의

수의사의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문진 등의 진료

효율적인 텍스트 구조 형식을 정의한다.

데이터에서 추출하며, 문진등의 자료를 제공해준

경험적 측면의 경우, 위에 제시하였던 텍스트 구조
형식에

수의사 5 명에게 추출된 데이터를 검증하여 대화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진료

입힐 수 있는 효과적인 퍼스널리티를

추출하기 위해, 대화를 수용하는 보호자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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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이 진료 순응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됨을 명시하며, 증상에 대한 설명, 연관정보와의

화자의 스타일은 상황설명, 진정성, 직관적 이해
부분에 있어 동물 의인화 입장에서의 화자가 실험

연결, 대처에 대한 안내로 구성하여 보호자에게 있어

참여자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에게 해줘야 할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Case #1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인님! 저는 어제와 변함없이 잘 활동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활동 한 것 같아 심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우울해요.
저와 같이 놀아주시면 우울함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뛰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놀아주세요!

반려견 자신을 의인화하는 경우의 텍스트 데이터는

유치원 교사

수의사

개 의인화

자연스러움

2.904

3.476

3.66

일상적인

3.285

2.76

3.95

직관적인

3.523

3.76

3.95

진정성있는

3.095

3.61

3.66

일관되게

3.476

4

3.9

유치원 교사

수의사

개 의인화

자연스러움

3.38

3.28

3.66

일상적인

3.19

2.9

3.76

직관적인

3.8

3.85

3.85

진정성있는

3.61

3.38

3.71

일관되게

3.66

3.8

3.85

동물을 의인화하는 애니메이션의 사례들에서 확인 할

Case #2

수 있으며, 여기서의 의인화된 개들의 대화에서는
감정표현이 매우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자신과 닮은 감정표현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울뉴런을

작동시켜

공감본능을

자극,

친밀감을 높여 몰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위의 3 가지 화자에 따른 구축된 제시 모델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의 통합 및 언어학에서의
정보내용 어순 법칙(테마-레마)을 적용시킨 문장과
아닌 문장을 각각 나누고, (Case #1,2) 거기에 각

또한

3 개의 퍼스널리티 각각의 문장을 구축하여 총 6 개의

일상생활의 언어 같지 않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상황설명 및 내용의 직관적 이해부분에 있어 높은

텍스트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준비된 텍스트
데이터를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따른 사용자

수의사

화자의

경우

자연스럽지

않으며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관련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변수를 휴리스틱 측정법을 활용하여 각 퍼스널리티를

프로토콜에 따른 사용자의 진료 사항 순응도에 대한
결과로 추리되며, 덧붙여 각 템플릿에서는 테마-레마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평가
문항의 구성은 닐슨의 휴리스틱 측정법 문항을

규칙을 어긴 형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는

활용하여 H-1 부터 H-5 까지를 구성하였고, 리커드

결과로, 상황 설명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척도- 5 점 척도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있음을 확인하였다.

H-1 :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다이얼로그인가?

H-1 : 자연스러운
문장인가?

H-2 : 사용자의 언어로
말하는가?

H-2 : 일상생활에서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H-3 : 사용자의 기억력을
적게 요구하는가?

H-3 : 내용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가?

H-4 : 사용자 입력에 대한
반응 및 피드백

H-4 : 내용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지는가?

H-5 : 일관성

H-5 : 내용이 일관되게

모델

R 제곱

수정된 R 제곱

Durbin-Watson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교사

0.4

0.29

0.974

수의사

0.8

0.79

1.725

수정 문항

의인화

0.6

0.55

1.678

휴리스틱 문항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모델이 사용자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14.0

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의 종속문항은 앞의 조사에서 가장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 직관적(H-3)항목, 상수는
나머지의 문항들을 두어 모형의 테스트 및 계수,
인자들을 테스트했다.

결과, 수의사와 개 의인화 부분에서 회귀 분석의

4. 연구 결과

설명력과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고 있음을 볼수

21 명의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한결과, 다음의 표와

있었다. 위의 3 모델중 수의사와 반려견 의인화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형에 대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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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모델
변수

B

β

(상수)

0.406

자연스러움

0.191

일상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문장구조의 완성도를 높여
사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

p

VIF

0.696

0.496

0.188

1.37

0.19

1.833

때문에 이후의 추가 실험을 통해 위의 결과에 대해
더욱 구체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기 연구를

-0.238

-0.319

-2.92

0.01

1.155

통하여,

진정성있는

0.182

0.224

1.01

0.324

4.718

일관되게

0.673

0.596

3.15

0.006

3.483

단/장문에 적합한 화자 및 각 요소의 효과/적합성
등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하지만 실험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예정이다.

의인화 모델
독립변수

B

(상수)

1.309

자연스러움

0.234

일상적인

Β

t

p

VIF

1.777

0.095

0.356

1.446

0.168

2.28

-0.326

0.188

-1.73

0.103

2.594

진정성있는

0.279

0.372

1.259

0.226

3.3

일관되게

0.526

0.467

2.156

0.047

1.77

사사의 글
이

1. 이창빈, 반려동물과 사람간의 유대관계를 돕는
UX 디자인 연구, HCI’17 (2017)
2. Ewa Luger, "Like Having a Really Bad PA": The
Gulf between User Expectation and Experience

중점을 두어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모델은

제시된

of Conversational Agents, Microsoft Research

퍼스널리티 중 수의사와 반려견 의인화 모델이다.

(2016)
3. S Lawson, Problematising Upstream Technology
through Speculative Design: The Case of

5. 결론 및 차후 연구

Quantified Cats and Dogs, CHI ’15 p2663-

위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반려동물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2672 (2015)
4. Michael Yuan, The conversational chatbox

대화형

design challenge, IBM developerWorks, 2016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경우, 반려견 의인화
시점에서 대화를 하는 화자가 사용자에게 가장

5. 이영숙, 의인화 동물 캐릭터의 감정단계 제안.

효과가 있는 퍼스널리티 타입이다.

(2014)

2. 수의사 화자의 경우 문장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이해도가
이야기하는 정보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참고 문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퍼스널리티를 통한 다이얼로그 구성시 상황설명에
적합한

년도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N0000717).

일관된 상황설명에 따라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적용하기

2017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의 지원을 받아

모형의 계수부분을 볼 때, 수의사와 의인화 모델 모두

보여주며,

논문은

6. 강정원, 알림장 작성 가이드 – 실제 알림장

높은데,
이는
수의학에서
순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알아보는 원과 가정의 신뢰의 시작,
황금사자 (2015)

부분으로 보인다.

7. 홍우평, 문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언어학적

3. 유치원 교사 화자의 경우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유치원 교사 화자의 텍스트를

제약– 테마-레마 원리를 중심으로, 독어학 제

평가하는데 있어 현재 주어진 조건이 알맞지 않기

8. 주제부 전개로 본 텍스트 구성 연구, 텍스트

18집 (2009)

때문으로 판단된다.

언어학 17, pp59~94 (2004)

화자의 경우 전달력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화자는

9. 고영근, 텍스트 이론 – 언어 문학통합론의 이론과

반려견을 의인화한 경우이지만 텍스트 데이터 -

실제, 아르케, (1999)

컨텍스트의 구조를 더욱 디테일 하게 구축 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수의사 화자의 경우가 좀더 다양한

10. 이정민,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94)

- 81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워드 임베딩 모델을 활용한 패션 트렌드 분석
Fashion Trend Analysis Using Word Embedding
이제원
Jane E. Lee

임훤
Hwon Ihm

임순범
Soon-Bum Lim

숙명여자대학교 IT 공학과

KAIST 전산학과 웹사이언스 전공

숙명여자대학교 IT 공학과

Department of IT Engineering,

School of Computing, KAIST

Department of IT Engineer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ewonlee@sm.ac.kr

raccoon@kaist.ac.k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blim@sm.ac.kr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패션 에디터들이 작성한 상품 설명
및 코디네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신경망 기반의
word2vec 모델을 사용해 문서상 각 단어의 전후 문맥
정보를 학습하여 이를 실수 벡터인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s) 형태로 표현한다. 이후 브랜드명과
성상형용사 등 컨설팅 목적달성에 필요한 단어들을
새로운 공간에 사상한 뒤 각 단어간 관계를 수치화 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트렌드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사도는 문맥적 유사도를 나타내며 나아가 의미적
유사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있다. 대부분의 최신
워드 임베딩 기법은 학습 과정에서 신경망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word2vec 은 Google 의
Tomas Mikolov 외 연구자들이 개발한 연속 워드
임베딩(continuous word embedding) 모델의 일종으로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다[2,3]. Word2vec 에는
크게 두 가지 학습모델이 있다. CBOW(continuous
bag-of-words)는 전후 문맥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대상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며, Skip-gram 은 대상
단어가 주어졌을 때 전후 문맥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CBOW 구조를 학습에
사용하였다.

주제어
워드임베딩, 패션, 텍스트마이닝, 딥러닝

1. 서 론
1.1 연구목적
패션 분야에서의 컨설팅 활동은 상품기획, 브랜드 기획,
마케팅 포인트 설정 등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여타 세부 태스크들을 수행해야 하는 바,
실무자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의해 자문 활동의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 간의

그림 1 CBOW 와 Skip-gram 의 구조 [4]

역량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의 텍스트
분석 기반 트렌드 컨설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데이터

1.2 관련 연구
자연어처리 및 계산 언어학 분야에서는 유사한 맥락에
등장하는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인
‘Distributional Hypothesis’에 입각해 그동안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s)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왔다[1]. 워드 임베딩이란 다차원 공간상에
실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모델로 이 때 벡터간의

영국 온라인 편집숍인 net-a-porter(www.net-aporter.com)에서 판매하는 여성 패션 아이템 중 중심
카테고리인 clothing, shoes, bags 상의 모든 아이템별 웹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수집 기준일은 2017 년 5 월
30 일이며, 수집대상 필드는 다음을 포함한다: 물품명,
브랜드명, 복종 카테고리, 편집자 노트(editor’s notes),
함께 디스플레이된 상품명의 텍스트 및 URL,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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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총 항목의 개수는 16,749 건이다. 이 중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필드는 ‘편집자 노트’와 ‘함께

식 1 Bigram 점수 기준

𝑠𝑐𝑜𝑟𝑒(𝑤𝑖 , 𝑤𝑗 ) =

디스플레이된 상품명’으로, 해외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유행 트렌드의 전파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방향을 따르며 둘째, 해외 사이트는 상품명을

(𝑐𝑜𝑢𝑛𝑡(𝑤𝑖 𝑤𝑗 ) − 𝛿)
×𝑁
𝑐𝑜𝑢𝑛𝑡(𝑤𝑖 ) × 𝑐𝑜𝑢𝑛𝑡(𝑤𝑖 )

2.2 Word2vec 학습

프린트명(형용사)-소재명(형용사)-복종(명사)의

Bigram 처리된 토큰을 포함하여 word2vec 의 CBOW

순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조합으로 비교적 정형화시켜

모델로 학습하였으며 학습에 사용된 파라메터의 설명 및
값은 표 1 과 같다. 학습에는 5 줄 내외로 패션 전문가가

사용하므로 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시즌, 색조, 분위기, 계절, 함께 착용할 추천 아이템 등을
코멘트한 ‘편집자 노트(Editor’s note)’ 필드와, 사진상
모델이 함께 착용하고 있는 ‘함께 디스플레이된
아이템명’ 필드를 사용하였다.
표 1 word2vec CBOW 학습 파라메터
Parameter

2. 트렌드 분석 모델 개발

vectors
maximum distance between the
current and predicted word within
a sentence

5

alpha

initial learning rate

0.025

min_count

iterations

브랜드명 식별기

파싱된 html 텍스트에서 종단 규칙 및 속성비교를 통해
문서에 등장하는 모든 명시적 브랜드명 태그를 추출하여
저장하였다. 브랜드명에 포함되는 특수문자, 숫자,
다국어,

띄어쓰기

등

모든

문자열을

유니코드로

frequency lower than this
number of iterations (epochs) over
the corpus

3

10

3. 모델 학습 결과
학습된 word2vec 모델은 각 단어들이 300 차원의
의미공간(semantic space) 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특정
계산을 통해 유사어로 추출할 수 있다.

Bigram 처리

브랜드명 태그에 등장하지 않는 브랜드명을 파악하고
소재 및 실루엣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빈번한 패션
도메인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잦은 빈도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취급하도록
Mikolov et al.의 기준에 따른 bigram 을 포함하였다[4].
Bigram 의 포함 유무 산정 기준은 식 1 과 같다. 𝛿 은
최소 빈도, N 은 전체 어휘의 개수다. 산출된 점수가
설정된 파라메터 문턱값을 넘는 경우 bigram 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𝛿 는 10, 문턱값은 20 으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floral_embroidery, stretch_fabric,
Bottega_Venetta 등의 단어 조합이 하나의 토큰으로
취급되었다.

ignore all words with total

단어에 대해 거리가 가까운 단어를 코사인 유사도

저장하였다.
•

300

window

2.1 데이터 전처리
•

Value

dimensionality of the feature

size

그림 2 수집 데이터 필드

Description

또한, 학습 결과로 모델은 유의미한 문법적(syntactic),
의미적(semantic) 규칙을 갖게 되며 이러한 규칙은
[서울:도쿄=한국:일본]과 같이 특정한 관계를 갖는
단어쌍들 간의 거리 차이가 일정한 데서 관찰할 수
있다[5]. 따라서 벡터의 산술연산을 통해 [king+manwoman= ?]의 쿼리에 대해 queen 을 반환하는 예시처럼
비유어(word analogy)를 추출할 수 있다. 트렌드 분석에
본 모델을 활용하는 예시로 유사어 및 비유어 반환
결과를 아래 첨부한다.
•

유사어 추출 활용예

표 2 브랜드 유사어(Similar Words) 및 유사도 점수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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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nvin

0.758

Current/
Elliott

0.922

2

Valentino

0.746

FRAME

0.881

3

Fendi

0.744

3x1

0.872

4

Miu_Miu

0.744

Madewell

0.864

5

Alexander_
McQueen

0.724

RE/DONE

0.854

분류는 어려우나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환되었다.

•

비유어 추출 활용예

표 4 소재에 관한 비유 질문 (겨울:캐시미어 = 여름:x)

표 2 는 명품 브랜드의 대표격인 구찌(Gucci)와 최근
유행하는 청바지 브랜드인 제이브랜드(J_Brand)에 대한

Rank

Word

Rank

Word

1

cotton

6

lightweight

2

linen

7

airy

3

wool

8

blended

4

cottonblend

9

silk

5

linen-blend

10

stretch

상위 5 개의 유사어다. 기본적으로 단어 품사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반환된 결과의 상위에는 브랜드명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찌의 디자인이 최근 들어 20-30 대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있음을 반영하듯 상위 유사어
모두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고가의 컨템포러리 또는 명품
브랜드명이 추출되었다.
청바지 브랜드인 제이브랜드의 유사어 또한 모두
브랜드명이 반환되었으며, 다섯 개의 브랜드 모두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로써 제이브랜드와 실제로 매우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는 계절에 따른 소재에 관한 비유 질문으로 겨울에
사용하는 고급 소재인 캐시미어와 대치되는 여름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품사에 관한 제약조건 없이도 반환된 단어는 모두
소재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여름에는 고급 소재인
실크보다도 면이나 리넨 소재를 겨울에 캐시미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패턴 유사어(Similar Words) 및 유사도 점수
Rank

Flower

Value

Monster

Value

1

embroidery

0.791

bottles

0.866

2

appliqué

0.777

pixelated

0.862

bees

0.758

drenched

0.859

palm_trees

0.753

beadencrusted

0.857

pearls

0.749

Catroux

0.855

3
4

5

표 5 목적에 관한 비유 질문 (스키:파카 = 휴가:x)

표 3 은 유행 중이나 성격이 다른 두 장식 패턴인
꽃무늬와 몬스터 무늬(팩맨과 유사한 키치한 캐릭터)의
유사어를 도출한 것이다. 꽃의 유사어로는 자수,
아플리케, 진주 등 해당 무늬를 표현하는 기법과 관련된
단어와 꿀벌이나 야자수 등 해당 패턴을 대체할 수 있는
패턴이 반환되었다. 몬스터의 유사어로는 대체 패턴인
병(bottles), 표현 기법인 pixelated 와 bead-encrusted,

Rank

Word

Rank

Word

1

your_next

6

days

2

cocktail

7

cooler

3

minimal_jewlry

8

larger

4

commutes

9

evenings_out

5

exploring

10

pack

표 5 는 의복을 입는 상황에 따른 비유 질문으로 스키를
탈 때 파카를 입는다면, 휴가 시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
워드 임베딩 벡터를 연산하였다. 그 결과 표 4 보다는
불명확하나 휴가 시 저녁 외출 용도로 칵테일 드레스,
미니멀한 쥬얼리 등을 착용함을 알 수 있다.

햇볕이 내려쬐는 날씨(sun-drenched)의 파생어,
80 년대의 아이콘인 모델 베티 카트루(Catrou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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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0 만명당 8.7 명으로 멕시코 13.6 명, 미국 9.2 명에
이어 3 위로 OECD 평균 5.6 명을 휠씬 넘는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건수는

수준으로[2], 그 장소별 발생분포는 주거시설(55.5%,
2013 년도)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있으며(표 1), 2016 년 발표된 동 조사자료[3]에서는

안전사고의 심각성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은

70.6%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빈도수를 유지함과
동시에 3 년 사이 그 비율이 더욱 증가되었음을 알 수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
전시체험공간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있다.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내 두
곳(보라매,광나루)에
안전체험관을
개설하여

디지털

인터랙티브 안전사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 중인 사례소개를 통해 하나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NUI, 인터랙션 디자인, Kinect, 어린이 안전

1. 서 론
우리나라는 사망자 중 안전사고(자살 포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매해
10%를
넘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표 1. CISS, 어린이안전사고 동향분석(2013)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0
만명당
60.6 명(OECD Health date, 2006)으로 OECD 국가

이에 발 맞춰 본 논문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광나루안전체험관과

중 헝가리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국내 현존하고 있는
안전사고
관리
분야는
산업안전관리분야로
나누어

협업을

통하여

전시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교육용 콘텐츠를 디자인
및 개발하였으며, 전시운영을 고려하여 Kinect

공중안전관리분야와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입력장치를 활용한 Air-Tap 인터페이스를 구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기존 체계를 점검하고
개편하는 걸음마 상황이다. 안전사고는 그 유형에

2. 콘텐츠 페르소나 및 디자인 전략

적용하였다.

따라 크게 공공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생활안전,

전시관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앞서,

제조물안전, 산업안전의 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1], 각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를 제작

서비스 제공자(전시관 관계자)와 서비스 수용자인
관람객의 요구 및 상황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좋은 콘텐츠와 디지털 전시물을

배포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 중 특별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사고는 인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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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4]. 본 논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연출로 실제 이동시와 같이 표현하여 몰입감을

콘텐츠의 페르소나(persona)는, 어떠한 교육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높였다.

만 6 세~12 세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되

전시장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연령과
대상층을
배제하지 않으며, 도슨트(안내자)가 없을시에도
관람자 스스로가 내용확인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UI/UX
가
쉽고
직관적이어야만
하며,
전시체험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특성상 사고사례 재현을 통한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내용을 전달 방식이 교육 효과성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디지털 3D 가상공간(주거공간)을
모델링하고 캐릭터 및 오브젝트 애니매이션을 통해
사고사례를
콘텐츠
내에서
재현하였다.
전시체험공간이라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일회성

방문자이고 전시관람이 원할히 진행되어 많은
이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특별히 조작법을 습득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다. 이것은 관람자가 콘텐츠를 통해 전시관의

그림 1 안전교육 3D 콘텐츠 구현, 사고사례 애니매이션

도슨트가 없을시에도 자연스럽게 UI/UX 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인터페이스

적응

3.2 Air-Tap 인터페이스 구현

감성비용이

개발 초기 당시, 전시체험관의 특성상 도슨트가 없을

낮아야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익숙한 입력방식 혹은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시에도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고,

리모컨

혹은

컨트롤러와 같은 입력 장치가 없이 무구속으로
작동되는 것이 운영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위해 물리적인 버튼 혹은 콘트롤러를 트리거로
사용할 경우 고장/분실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제스처 입력장치를 통해 구현하기로 결정하되, 입력
제스처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쉽고
직관적이고 간결한 동작을 설계하기로 하였다.

MS 사의 Kinect 를 활용하여 직접 장비를 조작하거나
물리적 버튼 없이 사용자의 제스처를 통해 입력하는
무구속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조작을 쉽고

MS 사의 Kinect 장비를 활요하게 되었고, 사용자는
대형화면을 손끝으로 가르키면 콘텐츠 상에 동일
위치에서 클릭(Click) 이벤트를 생성시키는 Air-Tap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Air-Tap 기능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정의된

3. 콘텐츠 및 AIR-TAP 인터페이스 구현

인터페이스

공간은

그림

2

와

같다.

3.1 콘텐츠 구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콘텐츠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목적을 이루고자 사고사례를 애니매이션 형태로
보여주기 결정하고, 디지털 3D 모델로 5 개의
독립공간들(거실, 욕실, 주방, 침실, 베란다)로 구성된
1 개의 주거시설을 모델링하였다. 콘텐츠는 각각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숨겨두고
도슨트와 함께 혹은 관람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찾아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적 단순한
콘텐츠 진행구조를 선택하되, 친근감을 주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표현하였다. 각

그림 2 Air-Tap 제스처가 가능한 물리적 인터랙션 공간

공간상의 전환시 공간간의 이동을 카메라 동선

사용자는 화면을 정면으로 향하여 선 상태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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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 장비는 사용자를 인식하여 입력 준비상태가

4. 결론

된다. 그림 2 상의 하늘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본
인터페이스 구현시 정의한 물리적 인터랙션

본 논문에서는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특별히
취약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된 전시체험용 콘텐츠

공간(Physical Interation Zone)으로 사람이 손을
뻗어 움직일 수 있고, 인터페이스 이벤트가 발생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상에서 몸체에서

개발 방법론과 인터페이스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전시 체험관에서의 운영을 고려하여 고안된 직관적인
조작법인 Air-tap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가장 가까운 안쪽 호와 가장 먼 바깥쪽 호 사이의
공간상으로 손이 이동함을 추적하여 z 축 거리 값을
찾아내고, 이를 정규화하여 0.0~1.0 으로 표시하되

사용하고 접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높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안전체험 콘텐츠는 광나루
안전체험관에 2017 년 6 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인식된 사용자의 몸체 스켈레톤(Skeleton) 크기를
바탕으로 사람 몸체와 팔 관절의 길이 값을 통해 이
공간의 유동적으로 변경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안전체험관장 연수시 이들을
대상으로 소개되어 3D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체험관 운영의 가능성을 전파하였다. 디지털

측정된 z 깊이 값이 일정 임계값을 넘어가면 클릭
동작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개발하였다. 이벤트가 발생되는 콘텐츠 화면상의

콘텐츠와 더불어 보다 직관적인 NUI 제스처 입력
장치를 융합하여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더

xy 공간좌표는 그림 3 과 같이 가상의 3D 공간에
스켈레톤(Skeleton)과 화면영역을 현실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자와 화면에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

맵핑하여 사용하며, 사용자의 몸체가 위치한 곳과
사용하고 있는 손이 좌수/우수 인지 판단 구분하여
이를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하여 전시 운영이 원할
하게 하였다. 구현된 인터페이스는 손동작과 함께
사용자의 머리위치 정보를 일부 참조하고 있는데,
그림 4 와 같이 사용자가 측면으로 서거나, 손이
몸체를 가로지를 경우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림 5 광나루 안전체험관 설치 및 전국안전체험관장 대상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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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호작용을 위한 접점분석을 통해 실업계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고용센터담당자,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전직지원컨설턴트,

직업상담사, 훈련교사, 인사담당자, 인적네트워크
등)의 취업지원이 구체적 구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스크리서치를 통해 중장년층
재취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서비스 디자인의
이해관계자의 개념에 대해 문헌 고찰을 통해

미치고 있다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고, 비자발적
퇴직자의 취업 성공 여정을 정리 함으로써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성공취업에

진행하였다.

구직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위해

중장년층의 성공취업수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직자와
이해관계자(고용센터담당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직지원컨설턴트,

비자발적 퇴직자, 중장년층, 재취업, 이해관계자

인사담당자, 인적네트워크 등)간의 상호작용 접점을
도출하고 구직자의 재취업 저니맵 분석을 통해

직업상담사,

훈련교사,

1. 서 론

구직자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심리적/물리적 지원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실업계의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장년층 구직자는 50 세에서 65 세 미만까지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관점의 시사점을

인구로서 경제 활동참여를 희망하는 인구 집단이다.

제안하였다.

출생년도 기준으로 1956~1963 년생인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한국경제가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2. 이론적 배경

있는 시기이니만큼 취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2.1 비자발적 퇴직자의 정의

문제는
없었다.
한국경제의
주역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경제활동

비자발적 퇴직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이나 일자리 특성에 의해 피보험자 자격을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접어

상실한 것으로, 크게 해고와 정년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고는 종업원의 징계로 인한 징계해고, 조직의

들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점(1.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

과다한 인력충원으로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을 경우

3.저축률 감소 및 연금 수혜자가 많아짐) 가질 수

일시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일시해고, 정리해고가
있으며 정년퇴직은 본인의 의사와 노동능력의 유무와

있다. 이는 곧 노동 투입요소의 감소로 직결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성장 둔화로 연결된다. 본 연구는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에 주목하고, 서비스 디자인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종업원을 퇴임시키는
것이다. 정년퇴직 유형에는 정상퇴직과 명예퇴직이

과정에서 구직의 단계별 이해관계자와 구직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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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자발적 퇴직자의 구직단계

있다. 비자발적 퇴직 중 ‘경영 필요에 의한 퇴직’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퇴직 유형(허민구 2010)

2.3 실업을 발생 시키는 미스매치(Mismatch)
실업을 발생시키는 미스매치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 demanddeficit mismatch), 구조적 미스매치(structural

2.2 비자발적 퇴직자의 구직단계

mismatch), 그리고 마찰적 미스매치 (frictional

50 세이상 65 세 미만의 인구로서 경제활동참여를

mismatch)이다. [8]

희망하는 인구집단을 의미하며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집단을 정의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란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 수가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말하고, 수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정보, 고용연장지원, 임금피크제,

부족형 미스매치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연령차별금지,
장년취업지원,
등이
있다.
취업정보지원은 워크넷 (고령자 우대 채용정보, 중견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인력 재취업), 장년 일자리 희망넷(전직지원서비스,

발생된다.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에 의한 실험은

채용정보/인재정보)이 제공되고 있다.
장년취업지원은

사회공헌일자리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인
증가시켜야 해결 할 수 있다.[8]

지원,

중견인력재취업 지원, 중장년층 전직 지원 등을

일자리의

수를

구조적 미스매치는 흔히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진행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구직단계는
1.진로직업탐색,
2.취업정보수집,

부족하거나, 기업의 구인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마땅한 노동자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9]

3.교육훈련, 4.구직활동으로 나눠지고, 이 단계는

마찰적 미스매치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재취업이 될 때까지 반복과정을 거친다.

겪어 발생하는 일시적인 미스매치현상을 말한다.
마찰적 미스매치는 일자리 수준에 맞는 인재가
없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미스매치와는 달리, 일자리
수준에 맞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마찰적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노동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보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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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비스디자인과 이해관계자

4 단계(1.진로직업탐색, 2.취업정보수집, 3.교육훈련,
4.구직활동)로
이해관계자의

서비스 디자인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행위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즉 행위
디자인이라

할

수

있고,

구직과정분석을

전직지원컨설턴트,

통해

이해관계자는

구직자와
표시하여

4. 사례분석
비자발적 퇴직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구직자간의 심리적/물리적 취업지원 접점에 대해

훈련교사,

분석하였다.

인사담당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구직자의 구직단계별 이해관계자를 살펴 보자면,
1.진로직업탐색의

단계별
접점을

이해관계자와 구직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경험단계와 이해관계자를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알아낸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는
고용센터담당자,

나누고,
상호작용

4.1 이해관계자 분석

고용센터,

표 1 재취업 구직자의 전직과 현직

직업상담사,
전직지원컨설턴트,
지인을
통한
직무전문가가 있었고, 2. 취업정보수집 단계에서의

퇴직자

전직

현직

이해관계자는

전문인력업체,

직업상담사등이

A

대기업 금융권 임원

고등학교 취업강사

있었으며, 3.
이해관계자로

교육훈련단계에서는 훈련교사가
마지막,
4.구직활동단계에서는

B

대기업 금융권 팀장

대출상업무직,투자권유대행인

인사담당자, 직업상담사 등이 있었다. 즉, 이러한

C

대기업 금융권 팀장

경비원(시설경비업무)

서비스 디자인적 가치들을 구직서비스를 이용하는

D

금융기업 대표이사

택시기사

구직자 경험 여정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하며,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

E

기초생활수급자

워터파크 조경사

관계분석이 마찰적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F

교회교역사

사무책임자

요인임을 시사한다.

G

주부(경력단절)

세무사무소 신입

그림 2 중장년층 구직자 이해관계자맵

H

편집디자인

외국계기업 신입

I

영업(불명확)

직업상담사

비자발적 퇴직자인 ABCD 의 경우, 사회적 영향으로
실직을 한 상태였고,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기업에 동등한 지위와
위치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인지 하고 있었다.
진로직업탐색의 단계에서는 C 는 평생학습강좌의
훈련교사로부터 나를 알게 되는 과정을 배웠고, B 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과정에서 현재상황인지와 심리적
안정을 느꼈다. D 는 지인의 경험담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재상황을 이해 해게 되었다.

3. 사례분석 방법 및 틀

취업정보수집단계에서

C

는

이해관계자의

취업지원을
받지
못했고,
온라인
기반의
구직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온라인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 배경을 실업을 발생시키는
마찰적 미스매치의 해결방안으로 하고, 문헌조사

검색에 익숙치 않아 정보를 얻기 어려웠음을 알 수

대상 범위를 50~65 세 미만의 비자발적 퇴직자로

있었다. A 의 경우 전직지원컨설턴트에게 채용정보를

고용노동부 희망 나눈사람들(2015),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재취업을 향한 쉼 없는 도전스토리(2016),

추천 받았다.

석사논문인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교육훈련단계에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학습 경험 연구(2015,
송희영)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인터뷰 내용과 재취업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직자

C

는

전문인력업체

경비원 신입교육 강좌를 추천

받아
경비원
취업에
지원을
받았다.
또
구직활동단계에서 E 는 직업상담사의 취업지원으로

성공 수기 사례를 통해 중장년층 구직자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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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자기소개서 참석, 동반면접의 취업지원을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받게 된다. 구직단계에서는 모든 구직자들이
인사담당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취약계층이나 일반적인 해고자의 경우, 직업상담사나
전직지원 컨설턴트인 이해관계자의 취업지원를 통해

있었다.

소극적인 인식 변화와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구체화된 취업방향은 직무교육과
취업교육을 통해 마찰적 미스매치가 매치로 변화하여

4.2 저니맵 분석
저니맵 분석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직후
자신감 상실을 통해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성공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계유지나 삶의 의지 극복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연구대상범위가 취업성공수기(10 개)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실제 중장년층 비자발적

하게 된 퇴직자들은 이해관계자(고용센터담당자,
심리상담사,
전직지원컨설턴트,
직업상담사,

퇴직자의 심층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한계성을 극복하려 한다.

훈련교사)를 통해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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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단계에서의

면접,

구직단계의 모든 부분에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취업성공수기를 통해 공통된 구직단계
6 단계를 알 수 있었고, 비자발적 퇴직 직후와
구직활동시 심적으로 우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성공을 했지만, 더 좋은 근무조건을 위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순환 단계를 알 수 있었다. 전문직
명예퇴직자의 경우, 자신의 인식변화를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직활동의 경우도

진로장벽인식이

재취업에

성공한

표 2 비자발적 퇴직자의 구직 저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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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데

요약문
많은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을

얼마나

하는지 정량화 되지 않고 학술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Facebook 을
통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얻는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사용자 가치를
추출하고, DRM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당 항목을 정량화 하였다. 그 결과,
정보성의 컨텐츠를 소비하며 유희를 즐기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주
가치를 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나 현재 소셜 미디어는
예전처럼 단순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1]
자신을

표현하는

용도[2]를

넘어서서

유희를

추구하는

용도로

소비하고

컨텐츠를

그

저변이

확대되고 다양한 활용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소셜

미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가지는지

연구되어진

부분은

활용하면서

경험을
많지

하고

사용자들이

어느

구체적으로

부분에서

않다.

알려지고

특히나

사용자

경험이란 용어의 의미는 ‘제품’과 ‘서비스’ 등과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얻는

경험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3], 현재는 제품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이 되어 있어 서비스 중심의 사용자 가치는

주제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소셜 미디어, 사용자 경험, 사용자 가치, DRM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1. 서 론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이는 컨텐츠를
제작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자신들이 접한
컨텐츠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몇몇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능들을 결부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연구자들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깊게 연구하기 위해
다각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사용자 가치가
사용자 경험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분류가 되어
이러한 가치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4].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제공될 수 있고,
그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자들에 제공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및 관련 사용자들을 분석하여 규명할 수
있는 사용자 가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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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된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를 깊게

분야에서의 가치는 어떠한 동작을 하는 방식, 또는

이해하고 이들이 가지는 경험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7]. 여러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가지 가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는 서로

가치를 도출할 것이다.

다른 개인, 사회 또는 상황에 의해 조금씩 다른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가치
분석을

된

소셜

소셜 미디어에서도 사용자 가치가 명확하게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도 다음과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는지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용자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이를 통해서 단순히 현상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있다. 먼저, 사용자들은 특정 가치를 얻기 위해 소셜

사용자 가치 및 경험 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사용한다. Nadkarni 와 Hofmann 은

사용자 중심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느끼고 내재화

사람들이

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presentation) 등의 필요에 의해 소셜 미디어를

이 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무엇을 얻고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Ryan 과 Xenos 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자신을

열망을

연구에서는

과시하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사회적

Facebook 이라는 하나의 서비스와 20 대라는 heavy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user 층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용자를 이해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9].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활용되는 방법론인 Day Reconstruction Method

Facebook 을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기법을 이용하여 Facebook 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자신의 욕구를

사용자 가치를 도출하였다.

충족시키는

미디어의

통하여

현재

사용성을

도출하는

활용이
이해하고

것이다.

다양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가치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전적으로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또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가치를 어떤 대상의 바람직함, 유용함,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의 질로 정의하기도 하며
돈이나 다른 상품으로 환산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정의하기도 한다 [5]. 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 가치 또는 서비스 가치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고객 가치란 제품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이를

비슷한

활용된다.

맥락에서,

이를

통해

수 있다.

가치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심리학 등 여러

인지하고

수단으로써

[8].

표현(Self-

있게 되며, 이는 서비스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2.1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용자 가치

따위를

주장하였다

자기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치를 얻을 수

2. 이론적 배경

미

소속감(Belong),

사용하면서

고객들이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이다. 서비스 가치는 특정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trade-off 와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6]. 심리학

2.2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성 확장
소셜 미디어는 자신이 알던 모르던 관계 없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이 되고
있다. Social presence 나 we-intention 과 같은
social influence theory 에 따라 여러 사용자들
사이에서

의사

소통

및

협업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이 되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짧게

연락하거나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다 [1]. 몇몇 서비스들의
초창기

모델은

사용자들의

자신의

평범하거나

특별한 삶의 순간을 사진으로 올리고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오프라인에서 남들과 소통하기 어렵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타인과 소통을
하는 통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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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이런

활용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3. 연구 방법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는 단순

3.1 개요

개개인의 사진이나 상황 전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뉴스, 이슈, 광고, 유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형태로 유명한 twitter 의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관련 기능을 사용하는 경험

경우, 짧게 트윗을 작성하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

중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이를 제공되는 기능에 따라 정량화하는 것이다.

매커니즘은

꽤

많은

정보를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News

접근성이

media 의 형태로써 twitter 가 역할을 한 셈이다 [10].

대상으로 2 가지 과정을 통해 가치를 도출하고

Facebook 에서도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하기’

정량화하였다. 먼저, 사용자 가치 요소를 도출하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컨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그

위해 문헌 조사와 DRM 을 수행하였다. 도출된

컨텐츠를

많은

사용자 가치에 대한 정량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져

있다.

미디어는

다양화

사용자들이
이러한
된

소비할

특성으로

컨텐츠를

수

있게끔

인해

불특정

소셜
다수가

소비하고 그 정보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공유하면서

다양한

•

•

•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는

사용자

가치

요소들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다.

방법이다. 참가자들은 하루 전날에 경험한 자신의
시간적으로

Facebook 의 사용자 가치는 일상적 가치에

정량화가 가능하다

DRM 은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한
과정을

을

포함된다.

방면에서

2.3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경험의

Facebook

가정을 설정하였다.

가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활동과

많은

실험 설계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얻는 서비스가 아닌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
타인과

사용자가

이루어졌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 타인과 소통하며
컨텐츠를

높고

3.1 문헌 조사를 통한 가치 항목화

재구성하여

기록하게 된다. 해당 에피소드가 발생했던 시간,

본 연구에서는 Facebook 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에피소드가 발생한 장소 등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용자 가치는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자신의 활동과 느꼈던 감정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있는 일상적 가치의 일부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생각해낼 수 있다 [11]. DRM 은 비교적 짧은 시간

사용자 가치를 도출하기 전에 문헌 조사를 통해

내의 기억을 기록하므로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인간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상적

오차를

Experience Sampling

가치들을 수집하였다. 일상적 가치란, 개인이 삶에서

Method 와 같은 방법에 비해 일상 생활을 방해하지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존재의 상태를

않아 부담 없이 기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의미한다 [7]. 대상 문헌은 가치에 대한 연구가

또한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

이루어진 심리학, 사회학, 인간 행동학, 그리고 소셜

당시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편향된 결과를 보일

미디어 분야의 문헌이었다. ‘value’, ‘social media’ 와

가능성이 적다 [12].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나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동기 등에서 관련
가치를 찾았다.
3.2 DRM 수행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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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연구의 방향대로 원하는 경험 정보와

참여자가 많았으며, 이 중 남자는 14 명, 여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지

10 명이었다. 참가자들의 Facebook 접속 빈도는 3-

알아보기 위해 20 대 참가자 3 명을 통해 사전

10 회 정도로 다양하였으며, 참가자의 facebook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목적은 DRM 의

친구 수 또한 100 명 후반에서 1000 명 이상까지

디자인이

넓은 범위를 포함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10~20 대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데

적절한지, 일반적인 참가자가 지시문을 읽고 실험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사전 연구에 참가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진행
시 불편한 점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3.2.2

Facebook 사용자들을 대표한다고 여길 수 있다.

3.2.3

본 연구

Facebook 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용자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DRM 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DRM 은 하루에 한 번 기록 전 날을

참가자 모집

회상하여

에피소드를

가장 활발히 사용한다고 여겨지는 10~20 대의

참가자들이

사용자로

모집은

감정이나 가치에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루에

피실험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snowballing 기법으로

두 번(점심 식사 후, 자기 전) 기록을 수행하도록

모집하였다. 총 28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하였다. 이 때, 단순 접속하고 마는 반복적인 활동은

4 명의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24 명의 참가자가

수집하지

실험을

나이는

제시하였다. 기록해야 할 대상은 Facebook 접속

21.7 세이고 표준편차는 2.86 세로 20 대 초반의

시간, 접속 목적, 접속 방법, 접속 시 상황, 수행한

완료하였다.

참여자의

참가자

평균

facebook

않기

위해

빈도가

그러나

Facebook 의

설정하였다.

사용

된다.

참가자는 주 사용층이며 Facebook 내에 기능들을
대상으로

경우

기록하게
을

높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기록할

기능의

느끼는

목록을

표 1. Facebook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용자 가치 목록

가치명 (영문)

설명

공감 (Sympathy)

감정의 조화 및 동의

공유 (Sharing)

특정 사용자에게 온라인 컨텐츠 전달

기대 (Expectation)

기대하거나 예측되는 행동 및 상태

부러움 (Envy)

가치있다고 여기는 상황에 관하여

사회 고찰 (Social consideration)

사회에 관한 세심한 생각

사회적 인식(Social recognition)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 혹은 경외심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상태 혹은 성격

삶의 지혜 (Wisdom)

삶의 성숙한 이해

성취 (Accomplishment)

무언가를 훌륭하거나 신뢰할만하게 이루어 냄

용기를 주는 (Courageous)

자신의 신념에 관한 옹호

우정 (Friendship)

친구 혹은 이성적 관계

유익함 (Informative)

정보를 제공

이타심 (Altruism)

타인을 위한 헌신

인적 네트워크 (Networking)

웹 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교류

자기 표현 (Self-presentation)

자신을 사회적으로 소개

즐거움 (Enjoy)

기뻐하는 감정 혹은 상태

지적 능력 (Intellectual)

높은 정신 능력의 발현

추억 (Memory)

특정한 상황의 누군가를 떠올림

킬링 타임 (Killing time)

가볍게 시간을 보냄

편리함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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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에 대한 기술 및 느낌이었다. 참가자들은

용기를 주는

4(1.04)

총 7 일 간 Facebook 사용 경험을 기록하여 매일

사회적 정체성

3(0.78)

취침 전 연구자에게 결과물을 보내도록 하였다.

기대

2(0.52)

수집한 결과는 2 명의 연구자가 각각 어느 가치에

유익함의

경험이 부합하는지 기록한 후 일치하는 결과는

요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대로 기록하였고,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의에 입각해서 토의를 거친 후 기록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대의

5. 논의
첫번째로 유익함, 킬링 타임, 즐거움 등의 가치가

4. 결과

높게 나옴으로써 (표 1), 사용자들이 이제는 정보를
습득하고

4.1 문헌 조사를 통한 사용자 가치 목록 도출
문헌조사 결과 총 45 개의 일상적 가치 목록이
도출되었다. 일상적 가치 목록에는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요소가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적합하지 않은 목록을 제외하고, 유사한
개념을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일상적 가치
목록을 얻었다. 가치 목록은 표 1 에 나타나 있다.

재미있는

컨텐츠를

추구하기

위해서

Facebook 을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소셜 미디어가 컴퓨터 기반 협동 학습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환경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13],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며 사용자들이 이 점을 가치있게
여겨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보성
컨텐츠 등이 손쉽게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피드를

4.2 DRM 을 통한 사용자 가치 정량화

보는 행위 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

DRM 을 활용하여 앞서 도출한 가치의 빈도수로

등을 보내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활용한다고 볼 수

정량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있다.

표 2. Facebook 사용에 따른 사용자 가치 항목 및 빈도 수

다음으로는 우정과 인적 네트워크는 높은 빈도를

가치명

빈도수 (%)

유익함

61(15.8)

우정

44(11.4)

킬링 타임

40(10.4)

인전 네트워크

36(9.35)

즐거움

35(9.09)

공유

23(5.97)

공감

21(5.45)

추억

15(3.89)

지적 능력

14(3.64)

편리함

14(3.64)

자기 표현

12(3.12)

사회 고찰

12(3.12)

사회적 인식

12(3.12)

부러움

11(2.86)

성취

7(1.82)

삶의 지혜

5(1.30)

이타심

5(1.30)

나타냄으로써,

사용자들의

사용

가치나

목적에

변화가 일어남에도 초창기의 social media 활용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활동보다는

관심있는

게시물에

사용자

태그를

단다거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로 자신의 피드로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하면서 이와 같은 가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가

되거나

이러한

공감대를

과정

속에서

형성하는

경우

자신이
해당

가치들을 느낀다는 기록이 많았다. 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끼리 컨텐츠를 공유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연결된다는
가치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Facebook 을 사용하는 20 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본래
가치인 의사소통 및 네트워킹의 가치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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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습득하고 재미를 추구함으로써

approaches.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가치들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셜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23, 4: 279-

미디어가 사용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추억을

293

있지만,

보존하는 등의 가치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정보나

5. Rutner, S. M., & Langley Jr, C. J. (2000).

지식을

습득하고

주변사람들과

이를

Logistics

같이

컨텐츠를

소비함으로써

소셜

measurement. The

공유하고

미디어에서의 가치를 느끼고 해당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value:

definition,

process

International

and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11(2), 73-82.
6. Zeithaml, V. A. (1988). Consumer perceptions of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형태인 Facebook 만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and synthesis of evidence. The Journal of

가치가 모든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일반화한다고

marketing, 2-22.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후에 다른 서비스도
연구를 진행해서 일반화 된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7. Rokeach, M. (1969). Attitudes and Values: A
Theory of Organisation and Change. San Fran-

가치를 도출할 것이다.

cisco: Jossey-Bass.

and Values: A Theory of Organ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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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과 3D 프린팅만을 활용한 경량화 된 맞춤형 손목보조기 제작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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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들을 다각형의 면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3 차원

요약문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의료분야에서 3D 프린팅으로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3D
스캐너로 촬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기를 제작하는
완전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방법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임상에 적용되기에는 몇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임상에

적용되지

못하고

연구단계에만

머물러있다. 한계점으로는 신체를 스캔하는 3D
스캐너가 매우 고가의 장비여서 병원입장에서는
구입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3D 스캐너로 팔과

모델이 만들어진다[3].
3D 프린팅 기술은 3 차원 스캔/모델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적층가공 방식으로 제작하는 가공기술이며,
최근 제조업의 혁신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 3D 프린팅 기술은 항공,
자동차, 선박, 의료 등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장기, 틀니,
의족, 의수 보조기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고 있다[5].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제조업의 방식이 점차 변화하고

다리에 대한 수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피측정자가 정적인 자세를 일정시간 유지하고 있어야

있으며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가능해 짐으로써,

하지만 중추신경계 손상, 뇌성마비, 뇌병변장애 등으로

도모되고 있다[6].

인한 정적인 자세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심신이
허약하여 정적인 자세 유지가 어려운 노약자를
대상으로 팔과 다리에 대한 3D 수치 데이터를 정확하게
획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보조기의 제작의 가능성도
보조기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의 영구적
손상이나 일시적인 기능저하를 가진 환자의 신체부위에
적용되며 삼점압의 원리, 압박의 원리, 신연의 원리,
전단력의 원리 등을 이용해 신체를 정렬하고 지지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3D

움직임을 보조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모델링과 3D 프린팅 기술만을 활용하여 경량화 된

통해 신체부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7].

맞춤형 손목보조기를 제작하고, 더불어 기존보조기의
문제점이 극복 가능한지의 여부와 새로운 제작 방법의

손목의 대표적인 근골격계 손상으로는 2 가지가 있다.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째,
요골신경마비(Radial
nerve
palsy)는
요골신경(Radial nerve)이 압박을 받아 손목

주제어

처짐(Wrist drop)이 발생하여 손목을 위로 젖히기

4 차 산업혁명, 3D 프린팅, 3D 모델링, 보조기

힘들어 진다. 둘 째,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수근과의
인대가
두꺼워져

1. 서 론

정중신경(Median nerve)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3D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분야에서 가상의 3 차원
공간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1]. 이러한 모델링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된다. 보통 3 차원적인

흔한 원인이며, 손목을 포함한 아래팔에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마비증상과 부자연스럽거나
무력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8](그림 1)

물체는 3 차원선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며 렌더링 과정을
통해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 질감을 가질 수 있다[2].
일반적으로 2 차원 상의 작도를 통해 공간에 선을
그리고 그려진 선을 이어 붙이고 공간에 배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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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기술만을 활용하여 경량화 된
맞춤형 손목보조기를 제작하고, 더불어 기존보조기의
문제점이 극복 가능한지의 여부와 새로운 제작 방법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문
2-1 연구 방법
• 대상자

그림 1. 손목 손상(위 : 손목 처짐, 아래 : 수근관
증후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손목보조기(Cock-up splint)가
사용된다.

손목보조기는

손목의

움직임(Flexion)을

제한하여 휴식을 제공하고 손목을 보호한다(그림 2).
하지만 보조기는 무겁고 답답하며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피부에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 땀으로 인한
피부위생문제와 가려움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로 인해

본 연구는 Y 대학교에 재학 중인 손목관절이
정상인 건강한 남자 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는 27 세 신장은 172cm 체중은
62.8kg 이며, 왼쪽 상지의 손바닥 넓이는 8.5cm
손목 둘레는 15.5cm 손목 액와주름에서 아래팔의
근위부 2/3 지점까지 거리는 16cm 아래팔 둘레는
24cm 였다.
• 연구 과정

보조기 착용의 순응도가 낮은 편이다[9].

대상자의 왼쪽 상지를 A3 용지에 고정하여
볼펜으로 형상을 따라 아래팔, 손목, 손 모양을 그린
후에, 손목보조기(Cock-up splint)를 설계하였다.
A3 용지에 설계된
손목보조기의 도면을
작도법으로

역설계하여

CAD

소프트웨어에서

3 차원 설계를 하였다. 기본적인 A type 과
경량화를 위해 육각형 패턴을 갖는 B type 손목
보조기를 3 차원 설계하였으며, 손목보조기는
144mm(D) *200mm(H) 크기와 2mm 의 두께를
그림 2. 손목 보조기(Cock-up splint)
현재까지

의료분야에서

3D

프린팅을

갖도록 하였다(그림 3).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D 스캐너로 촬영한
인체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 맞춤형 상 ․ 하지
보조기의 제작을 시도 하고 있다. 하지만 3D 스캐너를
사용한 제작방법에는 임상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되는
2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째, 인체 스캔용으로 사용되는 3D 스캐너는 3D
프린터에

비해

매우

고가의

장비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3D 프린터와 함께 3D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둘 째, 3D 스캐너로
촬영하여 팔과 다리에 대한 수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피측정자가 정적인 자세를 일정시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추신경계 손상, 뇌성마비,

그림 3. 3D 모델(왼쪽 : A type, 오른쪽 : B type)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손목보조기

시트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한 정적인 자세가 불가능한

열성형장치를 사용하여 연화 시킨 후 손목에

장애인이나 심신이 허약하여 정적인 자세 유지가
어려운 노약자를 대상으로 팔과 다리에 대한 3D 수치

부착하여 구부리는 방식으로 모양을 변형시켜서
손목에 맞게 제작하였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획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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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도구
- CAD 소프트웨어
AutoCAD 는 Autodesk

사에서

개발한

CAD

software 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디자인 솔루션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2D 와 3D 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객체를 시각화, 형상화 하여 혁신적인 Concept 의 실물
표현이 가능하다(그림 4).

그림 6. Cubicreator3
- 열 성형 장치
Wisebath 사의 WB-22 을 사용했으며
22 리터의 히터 돌출형 제품으로 다용도로
사용되는 중탕기이다. 물 온도는 80 도로
설정했다(그림 7).
그림 4. AutoCAD
- 3D 프린터
Cubicon 사의 3DP-310F(single
사용했으며

FDM

방식의

plus)을

적층가공기법을

사용한다(그림 5).

그림 7. WB-22
- 소재
PLA(PolyLactic Acid)는 친환경 수지로, 식물의
발효당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수지이다.
재료자체가 가진 독성이 적어 선호도가 높은
재료이며 ABS 보자 가공 시 발생하는 수축도가
적으며 찌꺼기발생률이 낮다. 또한 기포도

그림 5. 3DP-310F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의

결과가

균질하다(그림 8).

- 슬라이싱(Slicing)
Cubicon 사에서 개발한 Cubicreator3 을
사용했으며, STL 형식의 파일을 3D 프린팅
출력이 가능하도록 G-code 로 변환한다.
출력하고자 하는 객체의 소재, 밀도, 서포트,
바닥지지물을 설정 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8. PLA(Poly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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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
AutoCAD에서 제공하는 구조해석기능을 활용하여
A type의 기존 손목보조기와 B type의 육각형
패턴을 갖는 손목보조기의 면적 값을 구했으며,
무게의
양은
Cubicreator3에서
제공하는
출력정보를 통해 정확한 값을 구했다. 재료소모의
양은 무게의 양과 동일하다.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3D 프린터로 손목보조기를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가의 3D 스캐너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장애인이나 자세유지가
어려움 노약자를 대상으로 손상 측 신체부위를 촬영을
위해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보조기의 임상적용 가능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육각형의 패턴으로 면적의 양이 감소하여 피부

2-2 연구 결과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PLA 소재의 높이 2mm 의
손목보조기 시트는 열성형장치을 사용하여 손목형태에

통기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부 위생 문제 및
가려움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또한 3D 모델링 작업을 통해 손목보조기에 지름

손목보조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 type 의 기존
손목보조기와 B type 의 경량화 된 손목보조기를

6mm 의 육각형 패턴을 적용한 B type 의 손목보조기가

맞게

자유로운

성형이

가능했다(그림

10).

무게와 재료 그리고 면적의 양을 비교하였다. 무게의
경우 B type 이 17.09g 경량화 되어 약 39.7%의
무게와 재료 감소의 효과를 보였고, 면적의 양은

기존 손목보조기의 A type 보다 무게와 재료 그리고
면적 의 양이 감소하였다. 이는 무게의 감소로 사용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소모되는 재료의 감소로 비용

50796mm²감소로 약 55%의 면적이 감소되었다(표

절감의 효과도 가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절삭가공방식과 다르게 3D 프린팅의 적층가공기법으로

1).

제작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측면에서의 장점도 가진다고 판단된다

표 1. 결과물 비교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임상에서 사용되고

2

무게(g)

재료(g)

면적(mm )

A type

43.03

43.03

114587

B type

25.94

25.94

63791

있는 소재가 아니므로 연구 결과를 객과적인 비교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 보조기를 제작하여 비교할 계획이다. 현재
3D 프린터는 출력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2.3 고찰

그러나

제작시간의

대부분이

3D

프린팅

본 연구에서는 3D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3D

출력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실제로 치료사가 제작에

모델링과 3D 프린팅 만을 활용해 손목 보조기를

할애하는 시간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터의 성능이 향상된다면 수작업의 제작방법을

제작하는 새로운 제작방법을 제시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한 기초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3D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손목보조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먼저 A3 용지에 상지를 고정하고 팔꿈치 아래의 형태를
볼펜으로 그린 후, 그려진 모양을 작도법을 사용하여

대체하여 보조기 제작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3D 프린터의 제작과정이 임상적으로
적용된다면 치료사와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되어 큰
유익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CAD 소프트웨어에서 역설계 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목보조기 시트를 열성형장치를 사용하여
상지의 모양에 맞게 변형하여 완성했다. 이는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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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량화 된 맞춤형 손목보조기
Society

3. 결론
2.

활용하여 경량화 된 맞춤형 손목보조기를 제작하는

Laparoscopic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Vol. 9,No.

기존보조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2, 145-151.

제작결과는 다음과 같다.

3.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PLA 소재의 높이 2mm 의

적용한 손목보조기는 기존 손목보조기에 비해 무게와
재료 그리고 면적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무게의 감소로
사용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소모되는 재료의 양이
또한

절감되는

효과와

또한

육각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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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위한 하지 재활기기의 개발, 설계 요소에 대한 기초

본 연구는 고령자 맞춤형 사이클 운동과 고관절 내전
및 외전 운동 재활기기 대해서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위한 하지 재활기기의 개발, 설계
요소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KS
A ISO/E Guide 71)과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ISO 20957:1), 근력
강화 운동기구에서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KS G ISO 20957-2), 고정식 운동 기구고정식

자전거

에르고미터-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ISO 20957-5) 등을
토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하지재활기기에 적용해야
하는 설계 요소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론
개발하고자 하는 하지 재활기기는 사이클과 고관절
내전 및 외전이 가능한 고관절 재활 중심의 통합 하지
재활기기로, 사이클 기구부와 내·외전 기구부로
나뉜다(그림 1). 하지만 이러한 통합 재활기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칭과 구체적인 규격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사이클의 경우 기술표준이 고시되어 있으나
내전

및

외전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기술규격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KS
A ISO/E Guide 71:2014)과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ISO 20957:1),
근력 강화 운동기구에서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주제어

및 시험 방법(KS G ISO 20957-2)을 토대로 요구되는

하지재활기기, 한국산업표준, KS 규격, 설계, 디자인

설계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1,2,3,4].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여러 재활운동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고령자는 노화에
의한

근

골격계가

약화되어

신체적

측면에서의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환자나

그림 1 하지재활기구 시안

장애인의 상·하지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정형용 운동장치의
종류에 따라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1].
그 중 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에 속하는 능동 운동과
수동 운동이 둘 다 가능한 사이클 운동과 고관절 내전
및 외전 운동 재활기기 대해서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2.1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개발자 지침(KS A
ISO/IEC Guide 71) [2]
이 지침은 관련 국제 규격 개발자들에게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매우 심하고 복잡한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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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이 지침의 수준보다 높은 요구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 메시지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손상이

갖고 있지만 이 지침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벼운 손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적 약간 변경하여

있는 사람들에 의해 보다 명확히 이해된다.

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 이 지침은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요구가 규격 개발에서 고려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술하였으며,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측면에서의 제품, 서비스 및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하지 재활기기에
해당하는 표준 규격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느린 속도로 정보 제시
느린

속도로

발언되는

고지는

청중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메시지가 너무 빠르게
전달되면 청각·시각 손상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잘 알려진 형태는
손상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접근가능 경로

 위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지점의
정보 및 제어장치의 위치는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시각적 손상 또는 언어/글자 해독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눈에 띄어야 하며, 서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도 보여야 하고, 안장 있거나
서있는 사람에 의해 몸을 굽히거나 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위치가 유동적 또는 조절
가능하거나 되풀이 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높낮이, 가장자리 및 돌출부의 매우 작은 변화도
발걸림을 유발할 수 있다. 높낮이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낮이는 가능한 한 낮고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바닥은 합리적으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바닥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표면처리
미끄럼 없는 표면은 붙잡기 및 조작에 도움이 된다.
독특한 질감을 쓰는 것은 또한 시각적 손상이 있는

 색상과 대비
색상 선택은 용이한 인지 및 시각을 위해 중요하다.
빨강/초록과 같은 일부 색상은 인구의 극소수에 의해

사람이 제품의 다른 부분을 식별하거나 제어 장치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적의 색상
배합은 정보의 목적, 지침용 또는 경고 인지 등 조건에

2.2 고정식운동기구-제 1 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KS G ISO 20957-1) [3]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랑, 밝은 회색 바탕의 검정
글씨는 강한 선명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목적의
혼합이며 파스텔 바탕의 색조 또는 밝은 회색 바탕의
붉은 글씨 또는 상징은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피해야
한다. 정보, 경고 및 제어장치 표시에 요구되는 폰트
크기는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리, 조명 레벨 및 바탕에
대한 본문의 색상 대비와 관련이 있다. 폰트 선택, 활자
끝부분의 장식 여부, 정자 또는 이탤릭체 및 글자의
굵기는 판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시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폰트의 크기 및 형태

이 표준[3]은 고정식 운동기구의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고정식 운동기구라 함은 사용 중에
본체가 움직이지 않는 기구로서, 바닥·벽·천장·고정물체
등에 부착하는 기구를 뜻한다. 운동기구는 신체 단련,
건강 증진, 체육 교육, 경기 및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훈련, 예방 치료와 재활 등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뜻한다.
이 기술표준에서는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와 용도에 따른 분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고의 상징을 규정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외형 구조

 서면 또는 구두 정보상의 명확한 언어

운동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표면의 모서리는

정보는 비 텍스트로 제시된 정보의 보기, 인지 또는
판독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발언 및 기타
언어에 대한 인지 및 해석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형태와 더불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텍스트 형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복잡한 지침서와 작동은
고령자 및 제한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제품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반지름(r)이 2.5mm 이상이어야 한다. 접촉 가능한
튜브 끝단은 부품이나 마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
 조정 장치 및 고정 장치
고령자가 운동을 할 시,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눈에 잘 띄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손잡이나 레버와 같은 조정 부품은 사용자의 운동
가동 범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로프, 벨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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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예상 장력의 6 배

2. S

파손에 견딜 수 있는 안전 계수를 가져야 한다.

장치는

운동기기가

체중

100kg

의

2

배에

영구변형이 없어야함.

 심박수 측정 장치의 작동
심박수

급(업소용):

F=[GK+1.5G] 2.5 9.81
사용자로부터

심장이

깜빡이는 신호를 받았을 때 표시 장치에 나타내어야
한다. 심박수 신호의 손실은 같은 강도에 대하여 최대
60 초 동안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야 하고, 최소
강도로 감소한다. 감소율은 20 초 간격으로 적어도
10%이어야 한다.

G : 제조자에 의해 제시된 최대 하중(kg)
GK : 비례 체중(100kg)에 의해 결정되는 하중(kg)
1.5 : 동적 계수
2.5 : 안전 계수

 전기적 안전성
전기적 안전성은 KS C IEC 6033501, 의학 장비는

2.4 고정식운동기구-고정식 자전거 에르고미터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ISO 20957-5) [5]

KSC IEC 60601-1 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중
고유 하중(5.14.1)은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하중을 받는
운동기기의 각각의 부품은 체중의 2.5 배의 힘을

고정식 자전거 에르고미터는 페달에 힘을 가함으로써
일이 수행되는 자전거와 유사한 고정식 체력

견뎌야 한다. 시험 후 운동기기는 고장이 나면 안되고

훈련기구이다[5].

제조자에 의해 의도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핸들바

 안전장치
시험방법(6.1.2, 6.1.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사용자가

핸들바는 H 급(가정용)인 경우 50N.m, S 급(업소용)인
경우 75N.m 토크에 구평축, 수직축에 대해 회전해서는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설계된

안된다.

운동기구는 사용자가 운동기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전원표시부
전원 P 는 와트(W)로 표시하고, 속도와 미리 설정된
제동 토크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표시는 사용자의

2.3 고정식운동기구-근력 강화 운동 기구에서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KS
G ISO 20957-2) [4]
이 표준은 고정식 운동기구에서 2.2 번의 표준에서
추가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 기구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이 표준은 스택(stack) 중량 저항 또는
중량 원판(disc), 고무줄(elastic cords), 유압, 기압 및
자기 장치 및 스프링과 유사한 다른 형태의 저항을

시야 내에 고정식 자전거 에르고미터에 부착되어야
한다.
 출력 조절
최소 250W 의 출력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P 의 최대 표시 눈금 간격은 25W, 분당 회전수(rpm)
표시의 최대 표시 눈금 간격은 10min-1 에서 최소
14N.m 이어야 한다.

가지는 고정식 근력 강화 운동기구에 적용할 수 있다.

3. 하지재활기기에서 규격 적용

 하중
사용자의 체중이 부가된 운동기구의 각 부품은 다음의
하중 F 를 파손없이 지지하여야 한다.
1. H 급(가정용): 체중 100kg 의 2.5 배에서
파손이 없어야 함.
F=[GK+1.5G] 2.5 9.81

앞서 살펴본 KS 표준에 하지 재활기기를 개발 시에
필요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 중,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앞서 언급된 내용은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지 재활기기이기 때문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개발자

지침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보 전달에 있어서 고령자의 신체와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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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멀지 않은 전방 시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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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험방법

수

있는

긴급정지

기능이

필요하다.

다양한 센터 등에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소용의
기준을 적용하여 체중의 2.5 배를 견딜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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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고령자 맞춤형
하지 재활기기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설계 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부분이 되겠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개발자

지침과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한

기술표준은 추 후 다른 재활기기를 개발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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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석을 기반으로 각
자료간의 연관 검색을 위한 구조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의 한국과 동아시아의 저승세계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적 범위에 고립되어 있었다. 즉 다른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저승문화의
자료들을 집성 및 해제를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문화권과의 상호 교섭 및 융합에 대한 연구 방향은
배제 되어 있었고, 동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 및
한국의 무속 신앙에 나타난 저승관에 대한 분석과

설계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저승문화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과거와

비교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위해서는 과거의 저승문화자료를 정리하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저승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집성, 분류, 해제를 위한

집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자료를 구축해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그리고 이것이 함의하고

한다. 전통문화 데이터의 현대화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화 마련이

있는
실크로드상의
융합과
교섭적
성격인
하이브리드적 의미를 분석해 지역적이고 통시적인
형성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필요하다[2]. 또한 단순한 과거 문화유산의 정리가

저승문화지도를

아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동아시아 ‘전통’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완성함으로써 동아시아 저승문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

역사적 기원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제어

문화와 사상, 그리고 종교와 신앙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저승문화, 전자문화지도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기술,

1. 서 론

3 절에서는 동아시아 저승문화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구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 절에서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형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투자되는

요약한다.

비용에 비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별다른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융합 콘텐츠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식 재산 최전선의

2. 관련연구

산업이다[1]. 삶과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문화를 콘텐츠화 하는 작업은 이전부터 진행 되어

특히 죽음은 실존적 불안에 기초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적 문제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

왔었다.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성공적 결합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역의 경제적 이윤, 혹은 지역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때 가능해진다[3]. 더불어 문화를

무의식’의 근원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이 투영된 저승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 종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 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면서

역사성을 규명하는 매우 기초적인 학문적 토대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저승문화 자료의 정보 접근성을

문화 산업이 새로운 자기조직화를 일으키고 있다[4].

- 84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또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전자문화지도로의 구축도 필요하다. 전자문화지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시각화를

통한

분석하여

사용자의

지금까지 동아시아 저승문화의 세계사적 형성과

지역학적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하이브리드성 분석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저승문화를 토대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사회
창출하고

따른

근본불교의 무아론과 윤회론 등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경전과 이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이처럼 많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연구되어 왔지만

가치를

공간에

 저승문화지도 인도권역은 힌두교의 저승문화와

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5].

경제적

지리적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 권역은 불교에 영향을
미친 토착종교의 저승세계와, 다시 이와 융합되어
새롭게 변화한 대승불교의 저승세계를 중심으로

웰다잉(Well-dying)과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고유의 사후 저승세계에
대한 유교와 불교의 저승세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다시 불교와 융합된 변화된

3. 동아시아 저승문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3.1 연구내용

저승세계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저승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이를 다시 최종

 한국

무격신앙의

경우,

고유의

샤머니즘적

사후세계에 대한 자료를 규명하고, 다시 이것과
유-불-도와
습합을
통한
변화
자료를

전자문화지도로 구축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다. 전자문화지도의 구축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구분에 따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3.2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종교와 종교, 시대와 시대의 융합과 교섭, 그리고
계통적 발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통과 융합의
사상적
교역로와
그
교역로에서
생성되는

설계 단계에서 각 테이블의 속성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을 기술한다. 각 행은 엔티티의

하이브리드적 결과물을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인스턴스로써

또한 이를 통하여 코스모폴리탄적 융합의 산물인
한국과 동아시아의 저승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발전

유일하다. 그림 2 는 DB 구축을 위한 예시이다.

단일

개체를

의미하고

데이터가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은 행/열 구조로
나타낸다. 테이블 내의 각 행은 개체 인스턴스를

타임라인의 역사지도 성격을 가진다. 그림 1 은

나타내고 열은 단일 개체(행)을 묘사하기 위한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 시스템 개요이다.

속성이다.
자료 구분은 사전, 고서/고문서, 구술자료, 단행본,
논문 중에서 택일하고 주제어는 주제어 검색을 위한
것이므로 레코드별로 핵심어 1 개 이상을 입력한다.
저작권 정보는 자료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없으면 본교로 기술한다. 이미지 형식은 JPG 형식의
가로 크기가 1500 픽셀을 넘지 않고 파일 크기가
2MB 이하로 한다. 첨부 파일은 형식별로 폴더를
작성하고 파일별 ID 를 부여하여 저장 관리한다.

그림 1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요

본

연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시

설계는

전자문화지도의 기초로써 인도, 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 티벳 불교와 중국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저승세계에 대한 문헌 자료를 집성하고, 분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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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다시 인도,
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 티벳, 중국, 한국 등

3. 정수희,
이병민.
문화콘텐츠와

지역학적 구분에 따라 전자문화지도화 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문화콘텐츠관광

연구." 관광연구논총 28.4 (2016), 55-80.

동아시아 저승문화 전자 지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유-불-도 및 한국

4. 윤영득.

"복잡계

디지털경제의

문화콘텐츠

산업구조." 문화산업연구 11.1 (2011), 23-46.

무격신앙으로 나누어 지역학적 범주에 따라 중국과

5. 강지훈, 문상호. "구글맵스 전자문화지도 기반의
학술지 지도 구현."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4

한국의 저승문화에 배치한다.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따라 신규

(2015), 864-870.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존 데이터 갱신 및 삭제를
수행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매주
생성된 데이터의 확인과 검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4. 요약
본 논문에서 동아시아 저승문화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저승문화가 인도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의 문화
교섭과 융합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모든
지역의 저승문화에 대한 집성 및 연구를 범위로 삼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두려운

죽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서의 긍정적인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는 문화학적 가치의 기초 연구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수동적, 피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죽음에 잘 다가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에 대한 학문적 호응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성을
제공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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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 관련 기술

최근 국내 카셰어링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한 무면허

2.1 Amazon Web Service

운전 등이 끊임 없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zazon Web Service(이하 AWS)는 2006년에 클라

본인인증 강화 방법으로 Amazon Rekognition 을

우드 컴퓨팅을 제공하여 IT인프라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웹 서비스 형태로 시작했다. 현재 AWS는 확장

이용한 사용자 확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능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

주제어

며, 데이터 센터는 미국, 유럽, 브라질, 싱가포르, 대한
민국, 일본, 호주에 위치하고 있다. Amazon Elastic

안면인식, AWS, Amazon Rekognition

1.

Compute

서론

최근 카셰어링 기업 중 하나인 쏘카는 자사의 회
원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10%가 넘는 인원
인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1]. 이는 차가 필

2.2 Amazon Rekognition
Amazon 에서 제공하는 딥 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이며 Application 에 이미지 분석 기능을 쉽게

스템의 문제도 같이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자인 아

추가할 수 있고, 얼굴을 검색하거나 비교할 수 있다.

들이 아버지의 운전면허증과 카드를 가지고 카셰어
링 시스템에 가입하여 무면허 운전 사고가 일어나

이 기술은 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속의
수많은 객체와 장면을 탐지 및 라벨링한다. 또한

는 등의 위험하고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들이 잇

AWS 의 수 많은 기능들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따라 발생하고 있다[2].
이는 기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운전면허증과 신

있도록 설계되어 상호호환성 부분도 이미 검증이
되었다.

용카드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증을 통과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사용자를 제대로 식별하지

2.3 스마트 폰
스마트폰 OS 시장의 대부분은 IOS(점유율 14%)와

못하는 문제는 시스템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이

Android(점유율 86%)가 차지한다. 이 두 OS는 하드
웨어를 통한 사진 전송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

기도 하기 때문에, 카쉐어링 시스템에서 큰 문제점
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Relational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릴 수 있고,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
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카셰어링 시

논문에서는

Amazon

구축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기 위해

요할 때 자신의 현 위치 근방에서 곧바로 손쉽게 빌

본

Cloud(EC2),

Database Service(RDS)및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AWS는 데이터 센터를

으며, LTE를 이용한 최대 75Mbps의 통신속도를 가

방도로

지고 있다[3]. 이는 사진을 전송하고 응답을 받기에
충분한 통신속도이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Amazon Rekognition을 이용한 사용자 확인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 2절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Amazon Rekognition을 이용한 사용자 확인을 제
안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2.4 MongoDB
MongoDB는 가장 유명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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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다[4]. 또한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미지에서 얼굴 특징을 추출, 자체 DB에 특징정보를

JSON과 같은 동적 스키마형 문서들을 선호함에 따라
Mysql 등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특정한 종류의

저장하고, 각 얼굴의 메타데이터를 지정된 모음에 저
장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고 더 빠르게 데이터 통합을 가

사용자 얼굴정보에는 ID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능케 한다. 즉, 사용자와 운전면허증의 데이터의 통합
을 쉽게 할 수 있다.

별로 얼굴정보를 저장하고, 인식 성공의 데이터를 지
속적으로 저장하여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얼굴 일치 목록이 포함된 응답의 예시를 나타낸

2.5 Node.js

다.

Node.js는 여타의 언어들과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은 Module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서비스의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로
직만을 구현하면 된다는 것을 뜻하며,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다. 또한 매우 빠른 프로퍼티 접근,
머신코드의 동적 생성, 고효율 가비지 컬렉션, 비동기
입출력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등의 장점을 가진다. 제
안하는 시스템에서 실시간 요청 처리, 이미지 전송 등
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플랫폼이다.
그림 2. 얼굴 일치 목록이 포함된 응답의 예시[5]

3. AMAZON REKOGNITION
사용자 확인 시스템

을 이용한

응답 데이터에는 일치율, 얼굴ID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사진과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분석과 관련된

3.1 제안 시스템 구성

“Confidence”와 “Similarity” 타입은 그만큼 중요성을

사용자는 회원가입 할 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스캔

가지며,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요한 기능에
사용한다.

후, 전송하고, 이 운전면허증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다. 후에 사용자가 차를 빌리려고 신청하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찍어

3.3 사용자 확인 시스템 서버

서버의 비교 URL로 전송하고, 서버는 Amazon
Rekognition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운전
면허증 사진과, 사용자에게 전송 받은 사진을 비교하

사용자 확인 시스템 서버는 사용자와 운전면허증을
관리할 수 있는 Database가 필요하며, 본 제안 시스템

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에서는 Node.js를 사용하여MongoDB와의 호환성을

다음 그림 1은 AMAZON REKOGNITION을 이용
한 사용자 확인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높이고, 사용자의 요청에 빠른 응답을 제공한다.
3.4 제안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현 및 평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Amazon
Rekognition을 사용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소
스 코드 편집기인 Visual Studio Code로 작성하였으
며, Node.js의 express, mongoose 모듈 등을 사용했
다. 테스트 클라이언트는 크롬으로, 본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하나, 디버깅 등의 편의성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을 이유로 클라이언트를 선정했다. 표 1은 기존 시스
템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3.2 얼굴 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방법
Amazon Rekognition은 자체적으로 얼굴 정보를 저
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운전면허증의 사
진을 Amazon Rekognition에 저장명령을 내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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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안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비교
기존 시스템
본인인증시기

• 가입할 때

제안 시스템

4. 결론 및 향후 연구

• 가입 할 때

본 논문에서 Amazon Rekognition 을 이용한 사용자
확인 시스템 제안 및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이를

• 대여 할 때

통하여 카셰어링 시스템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 운전면허증 정보
인증방법

• 운전 면허증의
정보로만 인증

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과의
비교

향후에는 논문에서 Amazon Rekognition 을 이용한
사용자

확인

시스템을

상용

서비스에

적용할

수준으로 완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며, 카셰어링
서비스 외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하고자 한다.

인증방법이다. 기존 시스템은 운전 면허증의 정보를
입력받고, 그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신청자가 정보와
동일한 인물임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

사사의 글

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등록하고, 그로 인해 무면허

본 결과물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운전 사고 등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

대학특성화(CK-1)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신의 운전 면허증이든, 남의 운전 면허증이든 운전 면
허증만 있으면 카셰어링 시스템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육성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본인 인증시기를 조절하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차를 빌릴 때 찍은 사진을 비교

1.김정환, 박창영, 쏘카 가입회원 300만 명 돌파, 국내
성장세
해외보다
가팔라,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

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
화한다. 또한 사용자가 인증 받은 사진을 사용자별로
저장 및 관리함으로써 후에 사용자가 인증을 받을 때

&no=602370.
2.임형준, 허술한 본인 확인… 손쉽게 차 빌려 10대

더욱 정확성을 높인다.

운전자 사고 년 수천 건 달해,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3359

다음 그림 3 과 그림 4 는 프로토타입의 응답과 속도를
나타낸다.

&year=2017
3.최우진,

김현표,

“LTE

이동통신의

이해”,

한국통신학회 정보와통신 열린강좌, 제32권 8호,
별책1호, pp. 27- 35, 2015.
4.Derrick Harris, 10gen embraces what it created,
becomes

MongoDB

Inc.,

GIGAOM,

https://gigaom.com/2013/08/27/10genembraces-what-it-created-becomes-mongodb-

그림 3. 프로토타입의 응답

inc/.
5.Amazon, Amazon Rekognition 개발자 안내서,
http://docs.aws.amazon.com/ko_kr/rekognition/
latest/dg/how-it-works.html.

그림 4. 프로토타입의 응답 속도

이처럼 개발된 시스템에서 저자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사진을 테스트하였을 때, “Similarity” 90%이상,
“Confidence” 99% 이상으로 신뢰성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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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X, 몰입적 영화 경험을 위한 공간적 인터페이스
ScreenX : Spatial Interface for Immersive Cinema experience
최민혁
Minhyuk Che
CJ 주식회사
CJ Corporation
cheminhyuk@gmail.com

요약문

1. 서 론

온라인 ‘스크린’ 플랫폼의 성장 가운데, 오프라인

약 120 년 동안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다수의

극장 스크린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개척하고

사람이 하나의 정면 ‘스크린’ 을 경험하기 위한

있다. 그 중 CJ CGV (KAIST 공동)가 개발한 '스크린

최적화된 환경 - 직사각형의 공간, 어두운 조명,

X’ 는

흐름에

쾌적한 객석, 더 좋은 사운드 시스템 등 - 을

속하면서도 일반적인 ' 더 큰 스크린’과는 다른

추구해 왔다. IMAX, Showscan, Iwerk 와 같은 '큰

새로운

경험가치의

스크린’이나 Polyvision 이나 Ultra Panavision 과

핵심은 단지 스크린의 ‘확장’만이 아닌 스크린의

같은 ‘더 긴 스크린 화면비’에 대한 추구, Circle

'공간적 인터페이스'에 있다. ‘ᄃ’ 자형의 3 차원

Vision 이나 Cave 같은 ‘관객을 둘러싸는 스크린’

구조로 배열된 스크린은 관객을 둘러싸는 ‘공간적

및 Cinerama 와 같은 곡면스크린에 대한 추구도

프레임’ 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단지 시야의 확장일

있었다. 이

뿐 아니라 관객이 영화 속 세계를 경험하는 독특한

Format)의 역사와는 차별화되는 스크린 X 의

공간감각의 양태들을 형성한다. 그것은 파노라마,

독특한 경험 가치에 주목한다. 그것은 스크린 X 가

박스, 탈 것, 통로, 무대 등이다. 그런데, 영화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기능(벽면)의 일부를 전복(프로젝션 맵핑)시켜서

PLF(Premium

Large

경험가치를

Format)의

창안한다.

전개되면

영화의

그

배경

공간도

논문은

상영

공간이

갖고

그것을

효과도

지속적으로

혁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

X

그러한

영화의
공간적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제작과정을
경험이

어떻게

중심으로

경험

PLF(Premium Large

변화하기 때문에, 공간감각에서 비롯된 현존감의
변화한다.

몰입적

다른

공간으로

있는

평범한

탈바꿈시키는

스크린 X 상영방식의 요체는, 상영관의 양쪽

형성되고

벽면에 정면 스크린과 연속성을 가진 영상을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스크린 X 가
탈바꿈시키는 상영공간을, 스크린 너머의 '가상
공간'과 관람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혼합되는 영역으로 정의하려는 것이며,
향후 영화 내러티브에 따른 동적인 현존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콘텐츠와 상영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스크린 X, 이머시브시네마, 몰입형상영관, 가상현실,
PLF, 다면상영관

그림 1 스크린 X 의 스크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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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 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스크린은 최대

(Immersive Cinema)의 R&D 와 콘텐츠 제작을

270 도의 시야각을 형성하는 ‘ㄷ’자형 구조의

위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구조의 스크린이 된다.

2. 본문

CJ CGV 에서 스크린 X 의 마케팅 슬로건으로

스크린

'Beyond the frame'을 표방하는 것처럼, 기존 관련

궁극적으로

연구들은 '시야의 확장’에 방점을 두고 현존감,
‘분절되고

꺾여

있는’

특성으로

영화

콘텐츠

‘영화적

제작의

프로세스는

공간(디제시스)의

확장’을

목표로 하며, 아래의 핵심요소들을 포함한다.

각성, 피로감의 영향도를 연구하거나, ‘ㄷ’ 자형
구조의

X

 3 면 스크린의 투시(perspective) 통합을

인해

위한 이미지의 연결 및 매치무빙

야기되는 투시 왜곡이나 관람 위치의 문제를
제작과 상영에 있어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3 면의 공간적 체험성을 높이기 위한

다루었다. 이는 시각적 환영을 담보하려는 중요한

이미지 레이아웃 및 카메라 무브먼트

기술적 인지적 문제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디자인

기술체계가 만들어내는 '공간적 경험'을 좀 더
본질적인

경험의

수준으로

파악하여

 영화의 내러티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주목할

위한 스크린 X 연출 편집점 구성

것이며, 그것이 관객이 상상하는 영화 속 세계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기존 상영관의 성격을 어떻게

일반적인 스크린 X 콘텐츠 제작에 있어 3 면의

바꾸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스크린을 하나의 가상 세계처럼 보기 위한 투시의

한다.

통합과 카메라 무브먼트의 일치는 기본 요건이
되며, 후반작업에서 그림 2 와 같이 가상의 3 차원

먼저, 스크린 X 의 공간적 인터페이스가 형성하는
독특한

공간감각의

양태들을

스크린

X

스크린 구조 및 가상 카메라를 통해 최종 렌더링을

의

수행하는 것이 제작의 핵심 원리라 하겠다.

제작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실제 흥행에
성공했던 <부산행 스크린 X 판>의 제작사례를
들여다보면,

영화의

내러티브

전개에

맞춰

스크린 X 효과의 연출구간을 유기적으로 조응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영화의 배경
공간이 변하면, ‘공간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 X 를 통해 담아내는 공간감각도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레프

마노비치에

의하면

스크린이란

다른

공간으로 향하는 ‘창’이며, 스크린을 통해 가상

그림

공간과 현실 공간은 분리되고 특정한 관계를 맺게

2

단편

애니메이션

<롤러코스터>

제작과정 (이상훈, 2017)

된다고 한다. VR 에서는 이 두 가지 공간이

2.1 재현된 공간의 모델들

일치하게 되지만, 스크린 X 의 공간적 인터페이스
내에서는 두가지 공간의 경계가 영화 내러티브의

위 제작의 핵심원리들은, 현실 공간(객석)에 앉은

전개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 논문에서는

채로 경험하는 ‘가상 공간’의 내부에 있는 듯한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현존감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2D 영화에서 숏으로

체감되는지 까지는 실측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분할된 재현 공간(영화적 무대)는 편집적 문법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몰입형 상영관

통해

관객의

상상

속에서

재구성된다.

스크린 X 영화도 일반적인 영화 문법을 활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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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유한

공간적

제작방법이

디자인을 통한 폐쇄적 긴장감 강화 등 다양한 연출

새로운 공간감각은 다른 방식으로

요소들이 동원되었지만, 핵심은 스크린 X 의

영화적 세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간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차 안’이라는 박스

지금까지 제작된 스크린 X 영화 (약 20 편)를

형태의 공간감각을 제공하여 현존감을 높이는

분석했을

때,

것이었다.

파노라마,

박스,

만들어 내는

주요한
탈

인터페이스와

재현된
것,

통로,

공간의

모델은

무대,

추상적

공간(안개,우주)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 3 재현공간-파노라마 (<히말라야>,2015)
그림 6 스크린 X 홍보영상 ‘열차의 도착’
비교
2.3 내러티브 전개에 따른 공간 경험의 변화
<부산행 스크린 X 판>의 전체 상영시간 약 2 시간
중 스크린 X 는 약 30 분간, 20 개의 씬,

그림 4 재현공간-박스 (<부산행>, 2016)

7 시퀀스(SQ) 으로 구성된다. 감염자들이 습격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즉 긴장과 이완, 안정과
혼돈, 대화씬과 액션씬 등 내러티브 전개와 편집적
흐름에

맞춰

스크린

X

씬이

들어가고(In)

나가도록(out) 연출된 것이다.
그림 5 재현공간-탈 것 (<인천상륙작전>,2016)

SQ

씬

길이

공간

상황

1

4

4분

박스(기차)

피습

2

4

2분

박스(기차)

대치

3

4

3분

박스(기차)

대치/질주

4

6

11 분

박스/통로(터널)

은신

5

3

4분

기차(박스)

피습

공간 = 스크린 X 상영 공간’이라는 현존감을

6

4

6분

파노라마

외부/충돌/탈주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7

2

2분

통로(터널)

엔딩

2.2 <부산행 스크린 X> 제작사례 분석
2016 년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 <부산행>(감독
연상호, 제작 영화사레드피터, 제공/배급 NEW)은
2D 및 스크린 X 포맷 모두 높은 흥행실적(스크린 X
관객 약 30 만)과 긍정적인 관객 반응을 얻어낸
작품이었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부산행

KTX 였기 때문에 스크린 X 판의 핵심 컨셉은 ‘열차

앉아 있는 물리적 극장의 공간이 영화 이야기의
표 1 <부산행 스크린 X> 시퀀스 리스트(요약)

무대인 ‘열차’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간적 체험성을 높이기 위해서, 3 면 스크린의

예컨데 관객은 인물에 대한 감정몰입이 중요한

투시의 통합이 만들어내는 열차 공간의 수직적

대화씬에서는

깊이감 강화, 측면 스크린의 차창 배경을 통한

감염자들이 습격해와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황이

열차의

펼쳐질 때는 스크린 X 의 인터페이스로 영화적

속도감

강화,

인물

배치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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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스크린 X 영화의 경험은 스크린 너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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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저 및 사용자 알림을 가상환경으로 추출하여 구현한
다.

가상현실은 사용자를 공간의 제한에서 해방시키고
뛰어난 정보전달력과 몰입감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로

2. 관련연구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사

2.1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동향

용자의 실무 작업을 돕는 콘텐츠는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최근 개발되는 가상현실의 콘텐츠는 크게 3가지로

해 가상현실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무 작업

분류된다. 앱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

시 받게 되는 많은 사용자 알림을 좁은 디스플레이 공
간이 아닌 무한한 가상현실 공간으로 추출하여 구현

츠, 게임 가상현실 콘텐츠가 그것이다.

한다.

거나 360도 사진 촬영 체험 앱 등 시각적인 콘텐츠들

주제어

이다. 그러나 가상현실 미디어 특성상 제작에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활성화되는데 걸리

앱 가상현실 콘텐츠는 가상의 공간에서 영상을 보

HMD, 가상현실, 사용자 알림

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1].

1. 서 론
일반적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는 주로 서커스 공연 체험,
음악가의 개인 작업실 체험, 고생물 체험 등 시간과

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사용자에게 평소에 보기 힘

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
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를 공간의

든 체험을 겪게 해주는 콘텐츠가 많다. 하지만 대개
특별한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

제한에서 해방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

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체험형 콘텐츠

행훈련 시뮬레이션 및 서커스 공연 체험, 영화 어벤저
스 전투장면 체험 등 수많은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의 특성상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들 사
이의 시야각 및 사양 차이로 인해 대부분 특정 기기들

[1]. 이러한 콘텐츠들은 공간의 확장성이 무한하고,

에 맞도록 제작되어 플랫폼에 종속을 받는다[2].

정보전달력과 몰입감이 뛰어나다는 가상환경의 장점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되었지만, 대부분은 영

게임 가상현실 콘텐츠는 가상현실의 뛰어난 몰입감
과 상호작용의 쉬움을 특징으로 내세운 콘텐츠들이다.

상,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며 많은 사용자가

그러나 기존의 게임과 달리 제작 시에 HMD를 착용

접하는 일반적인 서류 작성 및 회계 업무, 영상 편집
등의 데스크톱을 활용한 실무 작업을 돕는 콘텐츠는

한 사용자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게 조작과 연출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과 멀미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

부족하다.

으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가상현실 콘텐츠와는 달리
데스크톱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받게 되는 메신

이 세 콘텐츠의 공통점은 대부분 특정 응용의 단계
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 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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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실의 특징을 활용하여 접하기 힘든 체험을 제공하지
만, 그에 그칠 뿐 사용자의 업무나 범용적인 작업에

클라이언트는 각 알림 수신 모듈들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의 메시지 수신 정보와 현재 로그인된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
용자들의 데스크톱 작업 수행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

Google 계정의 G-mail 수신 정보 및 Google
Calendar 일정 정보를 파싱하여 네트워크 패킷의
형태로 서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보내지

이 되면서 가상현실의 뛰어난 공간 확장성 및 정보전
달과 몰입감을 살릴 수 있는 환경에서의 향상된 사용

는 패킷은 알림의 종류와 그 내용 및 발신인 정보를

자 알림의 구현에 있다.

가진다. 사용자의 G-mail로 새로운 메일이 왔을 경
우, 클라이언트가 G-mail 수신 모듈을 통하여 연결

2.2 가상현실과 알림 프로그램간 통신

된 Google 계정으로부터 새로운 메일이 수신된 것

가상현실과 데스크톱 알림 수신 프로그램간의 통신

을 확인하고 그것의 발신자와 그 제목 및 내용을 가
져온다. 그 후 G-mail 알림이라는 정보와 발신자 및

을 통한 정보교환은 다양한 언어 및 플랫폼으로 구현
된 프로그램 알림들로 인해 데이터의 범용성을 고려

메일 제목을 가진 네트워크 패킷을 서버로 보내면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서버

서버는 알림의 종류를 보고 분류한 후 새로운 메일
이 왔다는 알림을 사용자가 보는 화면으로 출력한

역할, 데스크톱 알림 수신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역
할을 맡아 로컬 통신을 이루며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

다. 사용자는 해당 알림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램의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범용성이 뛰어난 XML의
형태로 정보 교환을 한다[4].

답장을 보내는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답장
할 경우 서버에서 바로 메시지 전송 모듈을 통해

3. 시스템 개발 환경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답신 메일을 보내고,
확인한 후에는 출력되고 있는 알림 리스트 중에서

3.1 가상현실 환경 구축

해당 알림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은 가상공간을 만들어 내어
그 안에서 모든 상호작용을 하지만, 범용적인 데스
크톱

작업을

하는

데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유사하게 자신의 주변 상황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전 몰입형 HMD를 착용하면 시야가 제
한되므로 이를 대신할 카메라가 필요하게 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면 카메라가 기본 탑재되어있
는 HTC VIVE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
다.
3.2 애플리케이션

그림 1 시스템 플로우

· 서버

4. 구현

서버는 그림 1과 같이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네
트워크 패킷 통신을 통해 알림의 신호를 받고 종류

서버의 구현을 위하여 Unity와 SteamVR Plug in을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의 구현은 C#과 Python을 사

에 따라 그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알림은 메신저 메시지, G-mail 수신, Calendar 일

용하였다. 사용자는 Google 로그인과 메신저 접속을
통하여 알림을 받을 준비를 마친다. 프로그램은 백그

정 정보가 있으며 사용자는 전달받은 각 알림에 대

라운드에서 구동되며 알림 이벤트가 발생 시 클라이

해 메신저 메시지의 답신이나 G-mail의 답장 및
Calendar 일정 확인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언트의 각 알림 수신 모듈에서 정보를 파싱하여 서버
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게 되고, 서버는 패킷 정보를

사용자의 상호작용 종류에 따라 서버는 자체적으로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그림 2와 같이 해당

메시지 전송 모듈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처리하거

하는 알림을 출력한다. 사용자는 그림 3과 같이 출력
된 알림을 Controller를 통해 직접 조작하거나, 키보

나 클라이언트에게 그것을 전달하여 수행하게 한다.

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메신
저로 답신하는 경우 서버가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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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현실로 출력하여 작업의 능

클라이언트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 클라이언트에서
통신하고, G-mail 답신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거

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치지 않고 서버에서 메시지 전송 모듈을 통해 처리한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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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며, 메신저 메시지는 1초 이내에 알림 이벤
트가 발생한다. Google Calendar 일정은 예약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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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VIVE Controller및 키보드를 이용한 상호작용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는 가상현실과
점진적으로 보급되는 HMD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
되어 사용되는 사용자 알림 파싱 기술을 구현하였다.
특히 VIVE 전면 카메라, VIVE Controller 및 키보드
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프로그램간의 상호작
용의 쉬움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개발된 프로그램
은 메신저와 G-mail 및 Google Calendar의 알림을
받아 데스크톱 작업 시에 번잡한 디스플레이의 공간
적 제약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특유의 뛰어난 정보전
달력과 몰입감을 바탕으로 사용자 알림을 더욱더 명
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용자는
좁은 디스플레이 내에서 더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작
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상현실을 통하여 해
소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작업에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지속해서 봐야

- 853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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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회적인 이슈가

요약문

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본 논문은 야간주행 중 운전자의 시선 방향을

진행중인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Murphy-Chutorian
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머리의 방향과 위치를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모델 중
VGG-19 를 사용하여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운전자의 시선 방향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2]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선 방향은
머리포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

선글라스/안경착용 운전자와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각각 차량 내 시선 방향을 8 가지, 눈을 감은 상태
1 가지, 알 수 없는 상태 1 가지, 총 20 가지

운전 중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 등을 볼 때, 머리
포즈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를 이용하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시선영역으로 분류한다. 적외선 카메라 (IR)로 촬영한
운전자의 얼굴 영상을 사용하여 CNN 학습 및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97% 정확도로 시선영역을 검출할

운전 중 시선이 많이 가는 8 곳을 Gaze Zone 으로

수 있음을 보였다.

지정하고 3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선 방향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고[3], Lee 등은 운전자의

주제어

얼굴 영상에서 yaw 와 pitch 를 추정하고, 추정한

야간운전,

선글라스,

시선

영역,

yaw 와 pitch, 얼굴의 위치를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사용하여 시선 방향을 추정하는

딥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시스템을 제안하였다.[4] 최근에 Choi [6]등은 주간

1. 서론

운전자의
시선방향을
딥신경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했다. 본

1.1 서론

연구는 이 연구의 후속으로 선글라스 착용 상태로

최근 고령화, 운전자의 부주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운전을 하거나 야간 운전 중인 운전자의 시선영역을
검출하는 연구이다.

사망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장거리 운전 시

최근 딥러닝 기술에 폭발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162 건 중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75%를 차지 한다고 한다.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은 다 층의 Convolutional Layer 를

운전자 부주의 형태로는 졸음운전이 가장 많았고,

영상을 다 층의 Hidden Layer 에 입력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이다. CNN 의 네트워크의 구조에

사용하여 입력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입력

휴대전화, DMB 시청, 장난, 잡담 등 전방 주시 태만도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

따라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모델로는

(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AlexNet 과 Oxford 대학의
VGGNet 이다.

행위가 음주 운전보다 6 배 이상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1]

AlexNet 은 5 개의 Convolutional Layer 와 3 개의

또한,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추돌 사고와 같은

Fully Connected Layer 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이고,
VGGNet 은 19 의 망의 깊이를 가지는 네트워크이다.

대형 버스 사고 역시 대다수가 운전자의 졸음, 혹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욱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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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사의 ResNet 의 경우 망의 깊이가 152 층
이상으로 매우 깊은 네트워크이다.
본 논문은 선글라스 착용, 미착용 운전자의 영상을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검출한다.
검출한
얼굴
이미지를 CNN 모델 중 VGG-19 를 이용하여 주행 중
운전자의 시선 방향을 8 가지, 눈 감은 상태 1 가지, 알
수 없는 상태 1 가지 총 20 가지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3 Convolution 의 예

그림 3 은 Convolution 의 예를 보여준다.
Convolution 은 신호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filter

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된다.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특정 mask 를 사용하여 주어진 image 의 feature 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징을
추출하는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전체
performance 가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2. 본문
본

논문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CNN 을 학습하고, 학습한

그림 4 본 연구에 사용한 CNN 네트워크 구조

CNN 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시선 방향을 검출한다.

CNN 은 가장 좋은 feature map 을 추출할 수 있는

2.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Convolution filter 를 사용하는 Convolution
Layer 와 Pooling Layer 를 통과하여 핵심
특징(feature)만 Fully-Connected Layer 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여 가장 좋은 학습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다.
그림 4 는 우리가 구성한 CNN 의 네트워크 구조를

그림 2. CNN 의 구조

보여준다. 우리는 운전자 시선 방향을 검출하기 위해
VGG-19 를 모방하여 16 개의 Convolutional

CNN 은 1989 년 LeCun 에 의해 제안[5]된 이후로
현재 영상처리 분야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Deep

Layer 와 5 개의 MaxPooling Layer, 2 개의 fully-

Neural Network(DNN)모델 중 하나이다. 주어진

Connected Layer 로 구성하였다. 입력 이미지는
256x256 사이즈의 Grayscale 운전자 얼굴 이미지를

데이터에 비해 높은 복잡성(complexity)를 가지는
모델을 학습할 경우, overfitting 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CNN

은

복잡성을

줄이는

227x227 로 잘라내어 사용한다. 결과는 그림 5 의

방법으로

Gaze Zone 을 숫자로 나타내어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Gaze Zone 은 1~10, 착용한 상태의

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한다. CNN 은 Convolutional
Layer 와 Pooling Layer 라는 두 개의 핵심 구조를

Gaze Zone 은 11~20 으로 출력한다.

가진다. 이 두 구조들이 모델의 매개변수의 개수를
효율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전체 모델의 복잡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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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Gaze Zone 에 대해 설명하고, 운전자는
선글라스 착용 및 미 착용 두 가지 상태에 대해 실제
운전을 진행 하는 것과 같이 촬영을 진행한다.
우리는 OpenCV 의 Adaboost 얼굴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검출한다. 운전자의 Gaze
Zone 검출을 위한 CNN 은 227x227 크기의
82,660
그림 5 운전자 시선에 따른 Gaze Zone

장의

운전자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Python 기반의 DNN API 인 Keras 를
사용하여 CNN 을 구축하였으며, 리눅스 환경에서

그림 5 는 운전자 Gaza Zone 을 보여준다. Gaze
Zone 이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개발을 진행하였다.

부분을 구역화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운전자의 전방

실험을 위해 구성한 하드웨어 환경은 intel i7 4770
CPU, 32GB memory, NVIDIA Titan X 12GB

주시 태만을 검출하기 위해 그림 5 와 같은 Gaze
Zone 을 사용한다.

GPU 를 사용하였다. CNN 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Computing Power 를 요구하는데, 일반
CPU 로는 모든 이미지가 적재되기 힘들기 때문에
고성능의 GPU 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촬영된
운전자 Database 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한

그림 6 운전자 시선 방향에 따른 label 예

Database 를 제외하고 구성하였으며, 선글라스 착용
영상 2 개, 미착용 영상 3 개를 이용하여 실험을

그림 6 은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사용한 운전자의
이미지와 label 을 보여준다. 우리는 선글라스를

진행하였다.
표 1. 운전자 Gaze Zone 검출 결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Gaze Zone 을 1~10,

Data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실험

평균

base

자1

자2

자3

자4

자5

.

하였고, 얼굴이 영상 내에서 사라지거나, 적외선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Accu
racy

89.6

85.7

98.3

98.1

98.5

Glare 현상에 의해 눈동자가 가려지는 현상 등 알지

(%)

94.0
4

선글라스를 착용한 운전자의 Gaze Zone 을
11~20 으로 나누어 labeling 하였다. 눈을 감은 상태
역시 전방 주시 태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labeling

못하는 상태 역시 labeling 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표 1 은 우리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자 1 과
2 는 선글라스 착용 상태의 Database 를 나타내며,

3. 실험

실험자 3, 4, 5 는
Database 를 나타낸다.

선글라스 미착용

상태의

실험 결과 선글라스 착용상태에서는 평균 87.65%,
선글라스 미 착용 상태에서는 98.3%로 총 평균
94.04%로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선글라스 착용 영상의 정확도가 미 착용 상태의
정확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적외선 센서의
빛이 반사되는 글레어 현상과 그림자에 눈동자가

그림 7 운전자 Database 촬영

가려지는 영상이 labeling 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7 은 실험을 위한 차량 내 환경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모델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험에 사용한 운전자의 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640x480 크기의 초당 60fps 의
영상이며.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보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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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Big Data and
(BigComp). IEEE, 2016.

우리는 RGB 영상으로 촬영한 운전자의 Gaze Zone
검출 성능과 제안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촬영한
운전자의 Gaze Zone 검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Smart

Computing

Choi 등[6] 연구결과와 비교 하였다. 비교 결과 RGB
영상의 Gaze Zone 의 성능은 95%이고, 제안
시스템의 성능은 94%로 확인 하였다.

결론
본 논문은 Deep Neural Network 기반 운전자 Gaze
Zone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227x227 크기의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를 학습하고, 학습한 CNN 을 사용하여
선글라스 착용, 미착용 상태의 운전자의 Gaze
Zone 를 검출한다. 검출 결과는 평균 94.04%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운전자의 졸음 및 전방 주시 태만 검출 시스템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우리는 향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뿐 아니라 비상 상태, 졸음 상태, 머리포즈를
결합하여 전반적인 운전자 안전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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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음에도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를 얻는 데에 부족함을 겪는다. 이에 본
논문은 시각 장애인들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버스
도착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버스어플리케이션은 마켓에 이미
존재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은 사용법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글씨가 작아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들에게는
사용하는 데에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플리케이션이 한 화면으로만 구성되며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만
띄움으로써 보기 쉽게 만들고, 사용법은 더욱
간단해진 버스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그림 1 시각장애인 스마트 기기 사용률 [3]

주제어
공공 API, Google speech(TTS, STT), 시각
장애인, 저시력자

1. 서 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소지 비율 또한 증가했다(그림 1).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정보 파악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그림 2).

그림 2 시각장애인 불편사항 [1]

시각장애인들의 외출 활동 시 이동 수단에 관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러나 버스
이용자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교통안내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1].

그림 3 시각장애인 이용 교통수단 [1]

물론 그림 4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마켓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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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작은 버튼과 글씨,
복잡한 인터페이스, 음성인식으로 검색 및 안내
불가 등 조작의 어려움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 또한, 버스
정류장의 음성안내 시스템의 경우 시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인해 음성 안내의 운영이 축소 및
중단되었다 [2].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버스 도착 정보 파악에 제한이
늘어나게 되었다(포항시 기준).

2.2 GPS 기능
앞서 설명했던 예상 사용자의 조건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재 버스 정류장에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버스 어플을 실행하면 현재 있는
정류장의 이름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이는 GPS 를
이용해 현재 위치의 좌표를 받아와 공공데이터
API 를 통해 현재 위치한 버스 정류장의 이름,
위도, 경도를 읽어온다. 화면상에서는 제일 상위의
text 창에 띄워지며 실질적으로는 화면상에
띄워진 text 를 음성으로 읽는 것이다.
2.1 Google speech 기능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Google speech
API 를 통해 버스 도착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입력받고,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Google speech API 를 이용함으로써,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일반-접근성 탭에서 기능 활성화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APK 내에 API 를
넣음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android speech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음성인식 및 안내가 없는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두 종류의 포항 버스 어플리케이션 [4],[5]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크게
STT(Speech
To
Text),
TTS(Text
To
Speech)로 나눌 수 있다. 우선 STT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스마트폰
화면상에
글자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버스의
번호를 음성으로 입력받아 화면상에 나타내 준다.
다음으로 TTS는 화면상에 나타난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다. 입력받은 번호에
해당하는 버스의 도착 안내 정보를 공공
데이터에서 받아오면, 이를 화면에 나타내게 된다.
이제 이 내용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성으로
읽어주어 실시간 도착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한 버스
도착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의 위치를 고려해 지역은 포항을 기반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GPS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위치한 버스정류장이 자동으로 인식되게 하고,
해당 정류장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버스의 도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순서를
안내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결론 및 현재 개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한다.

2.2 공공데이터 API 를 이용한 버스 도착 정보
공공데이터 API 를 파싱(parsing)하여 현재
위치한 정류장의 버스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가장
아래에 있는 음성 버튼을 누르고, 해당 정류장에
오는 버스 리스트 중 하나를 음성으로 입력한다.
이때, 숫자는 한 글자씩, “-“는 “다시”라고 말한다.
또한, 해당 버스의 정보가 2 개 이상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2. 구성 및 기술
2.1 프로그램 기본 구성

해당 정류장에 음성으로 입력한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번
버스가
△분
후
도착합니다”라는 문구가 중간 text 창에 띄워지는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된다. 만약 음성으로 입력한
버스가 해당 정류장에 서지 않는 버스이거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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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 버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버스 번호이거나 버스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는 동시에 이
문구 또한 음성으로 안내된다.

3.1.3

버스 도착 알림

3. 실험결과
3.1 프로젝트 사용 순서
3.1.1

어플리케이션 실행

그림 7 해당 정류장에 입력한 버스가 있는 경우(좌),
해당 정류장에 입력한 버스가 없는 경우(우)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추구하여 간단한 메뉴 구성과,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 정류장 자동 인식

3.1.2

또한, 사용자의 GPS 를 통해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버스 도착 정보 및 그에 필요한
정보들을
음성으로
입출력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증대 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자 및 비장애인들에게도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버스 번호 입력

현재 개발된 단계는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단계만 다루고 있지만, 향후 추가 기능으로
정류장에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도착한 경우
이용자가 타고자 하는 버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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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버스 번호를 음성으로 입력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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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 론

사람의 뇌 신호를 이용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외부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BCI 기술은 특히 팔이나 다리를

움직임 상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술이다.

BCI)를

그러나 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BCI 문맹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hythm 의 변화를 이용하는 기술로, 특히 좌/우 손의
움직임을 상상할 때 이와 반대되는 위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감각 운동 피질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여

낮은 BCI 성능을 보이는 BCI 문맹 집단에서는 주파수
대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BCI

성능에

뇌

상상할 때 감각 운동 피질(sensorimotor cortex)의 mu

뇌자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높은 BCI 성능을 보이는
집단에서 뇌의 중심 영역과 전두엽, 두정엽 간

결과인,

오직

사람에게 아주 유용할 수 있다. 그 중 움직임
상상(motor imagery, MI) BCI 는 사용자가 움직임을

좌/우 손 움직임을 상상하는 동안 측정한 7 명의

연구의

움직임없이

조작할 수 있으므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힘든

주파수 대역 간 상호 연관성 분석 기법 중 하나인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를 통해 분석했다.

본

신체의

신호만으로 외부 장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로봇 팔이나 휠체어 등을 사용자의 뇌 신호만으로

BCI 문맹과 비문맹사이의 차이를 서로 다른 뇌 영역의

있었다.

이용하면

움직임을 제어한다[1]. 그러나 MI BCI 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움직임

따른

상상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60% 미만인 사람들을 이

상호작용의 차이는 움직임 상상 BCI 문맹에 대해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을
BCI 문맹(BCI-illiteracy)으로 부른다[2]. 선행 연구에

주제어

따르면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6.7-30.8% 의 피험자가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MEG, MI BCI, BCI-

BCI 문맹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 4]. 이는 무시하지
못할 비율로 BCI 가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 해결

illiteracy

되어야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기능적 연결성
과거의 움직임 상상 BCI 의 주된 연구가 움직임과
관련된 뇌 영역, 시간 또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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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 이였다면, 최근에는 Granger causality,

움직임 상상 퍼포먼스에 따른 주파수 상호 연관성의

phase-amplitude coupling, directed transfer
function 등의 기능적 연결성을 관측하는 방법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움직임 상상 퍼포먼스가 높은 그룹으로

이용하여 서로 다른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동기화된

분류 정확도가 70% 이상인 피험자들로 구성했다. 두

활동을 찾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Gao 등은
실제로 움직일 때와 움직임을 상상할 때 causal

번째 그룹은 퍼포먼스가 낮은 그룹으로 분류 정확도가
60% 미만인 피험자들로 구성했다[4]. 이 두 그룹

connection 의 차이를 보였고[5], Yanagisawa 등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한 명의 피험자는 분석에서

감각 운동 피질에서 감마파와 알파파 사이의 phaseamplitude coupling 을 확인했다[6]. 또한 Billinger

제외시켰다.
전처리

등은 directed transfer function 이용한 분류기를

먼저, MEG 데이터에 1–100 Hz 의 band-pass filter

제안했다[7].

를 적용하고 power line noise 와 관련 있는 60 Hz 에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는 기능적

대해 notch filter 를 적용했다. 또한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를 이용하여 안전도나

연관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뇌의 서로 다른
영역 사이 주파수 대역 간의 상호 연관성 (crossfrequency coupling)을 확인할 수 있다. Soto 등은

심전도와 같은 artifact 를 제거했다[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뇌자도 측정 장비는 axial
gradiometer sensors 로 구성되는데 센서 수준

visuomotor MEG 데이터에 CCA 를 적용하여
visuomotor task 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파수 대역 간
상호연관성을 확인했다[8].

분석에

planar

gradient

configuration

이

더

적합하므로 planar gradient 로 변환했다[11].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상상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한
Magnetoencephalography(MEG) 데이터에 CCA 를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의 주파수 대역 간
상호 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뇌 영역에

적용하여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 주파수 대역 간의

해당하는 10 개의 EEG 채널을 선택하고 (F3, F4, T7,

상호연관성을 확인해보았다. 또한 움직임 상상 BCI

C3, Cz, C4, T8, P3, P4, Oz; international 10-20
EEG system), 각각의 EEG 센서와 가장 근접한 5 개의

퍼포먼스에 따라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과 낮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의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MEG 센서를 선택하여 그룹화했다.

이는 BCI-illiteracy 를 이해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것이라고 예상한다.

6 개의 주파수 대역—델타(1–4 Hz), 세타(4–8 Hz),

2. 본문

알파(8–13 Hz), 베타(13–28 Hz), 로우감마(32–48

데이터 설명

Hz), 하이감마(70–90 Hz)—간의 상호 연관성을

총 7 명의 오른손잡이 피험자(여성 1 명, 평균 연령:

확인하기 위해 CCA 를 적용했다[8].

25.3 ± 2.0 세)가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실험

그에 앞서 각각의 뇌 영역에 대해 observation matrix
𝐀 를 구성하는데, 이 matrix 는 𝑛trials × 𝑛bands 의

피험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행되었고,
광주과학기술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차원을 갖는다. 각각의 성분 𝐚𝑖𝑗 는 i 번째 trial, 𝑗 번째
band 의 0.3–1.3 초 동안의 Hilbert transform 을

뇌자도 (152-channel, sampling rate at 512 Hz, axial

이용하여 계산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런 다음 각각의
열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이 되도록 표준화

gradiometer) 측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전자기
차폐실에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실험에 앞서

시켜준다.

움직임을 상상하는 동안 실제로 손을 움직이거나
안구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 받았다. 검은 화면의
중앙에 회색 십자가가 나타나면 피험자는 한 trial 의

𝜌=

𝐚′ 𝐂𝑋𝑌 𝐛
√𝐚′ 𝐂𝑋𝑋 𝐚√𝐛 ′ 𝐂𝑌𝑌 𝐛

,

준비단계에 들어간다. 2 초간 지속되는 준비단계 후에

Reference 영역의 observation matrix 를 𝐗, target 영역의

임의로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가 십자가에 겹쳐지면
피험자는 3 초동안 화살표에 따라 왼손 또는 오른손을

observation matrix 를 𝐘 라 두고, 𝜌의 값이 최대가 되게

주먹을 쥐는 등의 상상을 한다. 그런 다음 스크린이

correlation 을 최대화할 수 있다(𝐂𝑋𝑋 , 𝐂𝑌𝑌 는 auto-

하는 선형 조합(벡터 𝐚 와 𝐛)을 찾음으로써, canonical

검게 변하면 피험자는 2-4 초간 휴식을 취한다[9].

covariance, 𝐂𝑋𝑌 는 cross-covariance). 적절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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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위 식은 다시 아래와 같이 eigenvalue

모두에서 왼손 상상을 했을 때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equation 으로 쓸 수 있고, 이 때 최대 correlation
값은 eigenvalue 의 제곱근, 벡터 𝐚 와 𝐛는 eigenvector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다), (라)].

가 된다.
(𝐂𝑋𝑋 )−1 𝐂𝑋𝑌 (𝐂𝑌𝑌 )−1 𝐂𝑌𝑋 𝐚 = 𝜌2 𝐚,
(𝐂𝑌𝑌 )−1 𝐂𝑌𝑋 (𝐂𝑋𝑋 )−1 𝐂𝑋𝑌 𝐛 = 𝜌2 𝐛.
Reference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target 영역을 찾기 위해 correlation map 을 임의로
trial 을 섞어서 구한 p-value map 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런 다음 Holm-Bonferroni method 를 이용하여
threshold 𝜌𝛼 를 구했다(α = 0.01).
Cross-frequency coupling
Reference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target 영역을
찾은 다음에는 이 두 영역의 각각 어떤 주파수 대역이
이 상관관계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𝐱 𝑖 를
𝐗 의 i 번째 열(대역), 𝐲𝑗 를 𝐘 의 𝑗 번째 열(대역)
이라고 하면 그 둘 사이의 상관계수 σij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σij =

그림 1. Contralateral reference 에 대한 CCA 결과.
n 은 피험자 수를 의미. (가) 왼손 움직임 상상, high performance.
(나) 왼손 움직임 상상, low performance. (다) 오른손 움직임 상상,
high performance. (라) 오른손 움직임 상상, low performance.

)′

(𝐱𝑖 (𝐲𝑗 )
√(𝐱𝑖 )′ (𝐱𝑖 )√(𝐲𝑗 )′ (𝐲𝑗 )

마찬가지로 앞에서 구한 threshold 𝜌𝛼 보다 σij 가 클
때, 대역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Cross-frequency coupling
일반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에서는 다양한

3. 결과

대역의 주파수 간에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낮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에서는 그러한 대역이 적거나
거의 없었다.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일반적으로 움직임을 상상하는 때, 상상하는 손과 같은

[그림 2 (가), (나)] 에서와 같이, 운직임을 상상했던 손

방향(ipsilateral)과 반대 방향(contralateral)의 운동
피질(motor cortex)이 깊게 관여 한다고 알려져

반대쪽의 운동 피질과 두정엽 사이(왼손 움직임 상상:
C4-P4, 오른손 움직임 상상: C3-P3)의 베타 대역에

있다[12].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운동 피질(C3,

대해서는 퍼포먼스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C4)을 reference 로 설정했다.
먼저, 그림 1 에서 n 은 2.3 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상관관계를 관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델타, 세타,
그리고 알파 대역에 대해서는 높은 퍼포먼스

이용하였을 때, 각 영역에서 reference 와 유의미한

그룹에서만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correlation 이 존재한다고 확인된 피험자의 수를
의미한다. 퍼포먼스가 높은 그룹에서 살펴보면,

[그림 2 (다), (라)]를 보면, 베타 대역에 대해 움직임을
상상한 손과 같은 방향의 운동 피질과 전두엽 사이

왼손의 움직임을 상상할 때 상상하는 손과 반대 방향의

(왼손 움직임 상상: C3-F3, 오른손 움직임 상상: C4-

운동 피질(C4)을 reference 로 했을 때, [그림 1 (가)]
와 같이 왼쪽의 전두엽(F3), 운동 피질(C3), 두정엽(P3)

F4)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에서는 존재했지만, 낮은 퍼포먼스를 보인

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룹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에 반해 낮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에서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그룹에 비해 좌반구 영역에서 비교적
적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나)]. 오른손의 움직임을 상상할 때 역시 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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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총 피험자 수가 적어서 피험자 간
통계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는 특정
피험자에 의존적인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각각의 피험자는 서로 다른 해부학적 뇌 구조,
주파수 대역 범위, 손 동작 상상에 대한 반응 속도를
갖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연결성을 분석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차후 연구에서
개별적인 parameter 에 대한 고려와 함께 많은 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 분석을 한다면, 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 상상 뇌자도
데이터에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를 적용하여
움직임 상상 task 에서 퍼포먼스가 높고 낮은 그룹 간의
cross-frequency coupling 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움직임을 상상할 때, 운동 피질–두정엽, 운동
피질–전두엽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림 2. Cross-frequency coupling 결과에 따른 피험자 수. (가, 다)
high performance. (나, 라) low performance. (가, 나) contralateral
central – parietal interaction (왼손 움직임 상상: C4-P4, 오른손
움직임 상상: C3-P3). (다, 라) ipsilateral central – frontal
interaction (왼손 움직임 상상: C3-F3, 오른손 움직임 상상: C4F4).

주파수 대역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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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렉티브

프로젝션

매핑이

연구되어

제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할 때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제작시 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다양한 기기와 센서의 개발로 정적인 콘텐츠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장점을 분석하고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각 유형별로 수집 및 분석해 향후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툴의 설계 및 구현을 더불어

동적으로 변화됨에 따른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유형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션
매핑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랙티브한 다이나믹 프로젝션 매핑 도구의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2. 기존 프로젝션 매핑 소프트웨어 분석

증강현실, 프로젝션 매핑, 프로젝션 매핑 소프트웨어,

프로젝션 매핑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

투영하기 위한 빔 프로젝터와 컴퓨터 및 플레이어,
손쉽게 영상을 제어할 수 있게하는 스위쳐 등의

1. 서 론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또한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프로젝션 매핑 전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로는 Madmappr, Resolum Arena, VPT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기(Device)와
센서(Sensor)가 개발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가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등이 사용된다.

현실 세계의 3 차원 공간 및 오브젝트에 이미지나
3 차원 그래픽 이미지 등을 합성하여 가상의 정보를
마치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새로운

2.1 Madmapper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사용자가 특정 기기를
손에 들거나 신체에 부착하여 콘텐츠를 감상하는데 그
중 소수의 사용자는 신체에 기기를 부착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종종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빔 프로젝터를 사용한 증강기법인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기법이

연구되었다.
프로젝션 매핑은 기존 증강현실 기법과 신체에

그림 1 Madmapper Interface

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자 혼자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장소나 특정 오브젝트에 증강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수의 관람객이 동시에 관람 할

그림 1 은 MadMapper 의 인터페이스 메인

수 있어 광고, 전시 및 공연 등과 같은 미디어 아트

화면의 이미지이다. 대표적인 프로젝션
소프트웨어로 초기에는 Mac OS 기반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초기의 프로젝션
매핑은 정적인 콘텐츠로 큰 건물의 외벽이나 특정한
오브젝트에

한정되었다면,

요즘

프로젝션

매핑
툴로

소개되었다. 이 툴은 매핑하고자 하는 오브제의 윤곽

매핑

점을 직접 선택하여 오브제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플러그인(Plug-In)을 통해

콘텐츠는 사용자의 움직임 또는 소리 등에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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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효과들을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Syphon

msp 5 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사용자는 동시에

기능을 통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갖고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16 개의 비디오와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를
이용한 라이브 기능과 불규칙한 오브제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 Windows OS 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해졌다.
표 1 프로젝션 매핑 기존 상용화 툴 분석

2.2 Resolum Arena

Madmapper

OS

그림 2 Resolum Arena Interface

그림 2 는 Resolum Arena 의 인터페이스 메인
화면의 이미지이다. 이 툴의 본래 목적은 여러 영상을

Resolum
Arena

VPT

Windows / Mac

불규칙한 다각형

○

○

○

다중 비디오 형태

×

×

○

Syphon(Mac)

○

○

○

Spout(Win)

○

○

○

Live-Cam

○

○

○

Sound 상호작용

○

×

○

User 상호작용

×

×

×

선별적 플레이 하기 위한 디지털 스위처 소프트웨어로

표 1 은 위에서 제시한 프로젝션 매핑 툴의 상용화

Mac/Win OS 버전이 있으며, 사용자의 연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크기, 회전, 겹치기 등의 효과를 사용할 수

소프트웨어의 세부 기능 유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프로젝션 매핑을 제작 할 수 있는

있다. 제시한 툴 모두 Windows 와 Mac OS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였으며, 사용자가 정한 불규칙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의 비디오 클립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평면에 매핑 시키는

다각형의 평면에 프로젝션 매핑을 시킬수 있다. 또한,

기능은 있지만 서로 다른 비디오 클립을 하나의

Window
OS
는
Spout
를
Mac
OS 에서는 Syphon 을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과의

공간에 프로젝션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툴은
Live-Cam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2.3 VPT

받아 콘텐츠를 매핑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을 작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점이
있었다. 다중 비디오의 형태인 다양한 영상을 여러
평면에 투영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고 다양한 포맷을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의 움직임 및
소리 등에 반응하는 형태를 인터렉티브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편집과정이나 프로그래밍
작업을 걸쳐야 한다.

그림 3 VPT Interface

3.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본 논문에서 프로젝션 매핑 유형의 분석을 위해

그림 3 은 VPT 의 인터페이스 메인 화면의
이미지이다. 이 툴은 2009 년 소개된 프로젝션 매핑

2010 년 ~ 2017 년 까지 발표 논문 및 전시 작품들을
주로 인터넷과 DBpia, Riss 등에서 수집하여 분석 및

툴로 Mac/Win 에서 구동되는 프리웨어 툴로 max-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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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많이 활용되며 표 3 과 같이 분류 및
정리하였다.

3.1 정적 프로젝션 매핑
프로젝션 매핑 대상체가 설치 당시의 위치에서

표 3. 동적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변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프로젝션 매핑 유형을 말한다.
건물 외벽에 프로젝션 매핑의 미디어 파사드 유형과
특정 오브젝트에 매핑 시키는 유형으로 표 2 와 같이

발표년도
작품제목

분류 및 정리하였다.

작품내용

작품이미지

제작자
2016

표 2. 정적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Dynamic
Projection
Mapping Onto
Deforming
Non-rigid
Surface

발표년도
작품제목

작품내용

작품 이미지

제작자
2010
The icebook

연극의 무대와 같은
구성을 종이에

Ishikawa
Watanbe
Laboratory

재단하여 팝업북

Davy and

형식으로 제작하여

Kristin

보여줌

2016

McGuire
2010
The Tourist
in Dallas

영화홍보를 위해

Gallery
Invasion

건물 외벽에
프로젝션 매핑하여

GAKUBUCHI

2016
Connected
Colors

액자 프레임에 다양한
영상을 통해 입체 등을

YOSHIKAWA

Jaguar

3.3 동적 프로젝션 매핑
Jauguar

인터랙션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는 사용자의 움직임

런칭쇼

또는 소리 등에 반응하는 프로젝션 매핑 유형을

MY13

의미하며 다양한 기기와 센서를 활용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표 4 와 같이 분류 및 분석하였다.

Auditoire
2014
Hexagons

실시간 얼굴인 3D
Projection Mapping

nobumichi
assai

보여줌

Kohei

2013

작품 안 그림이
움직이며 미술관
공간을 매핑한 콘텐츠

Skullmapping

보여줌

Jack Hattingh
2012

유연한 오브젝트에
매핑 되는 콘텐츠

육각형 오브제들에

표 4. 인터랙션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선과 면을 입체화하여

발표년도

보여줌

Jesper

작품제목

Wachtmeister

제작자
2011

3.2 동적 프로젝션 매핑

Audi Q3
Launch

프로젝션 매핑 대상체가 설치 당시의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이동되는 객체를 추적하는 프로젝션 매핑
유형을 말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분야

작품내용

작품이미지

관람객 음성에 따른
프로젝션 매핑

S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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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2013
Apro.Map
Lukas Hoh

햅틱마커를
이용한
프로젝션 매핑

추가하고,

ICHIYO
(a leaf)
noTempo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설치미술

할

것이다.

사용자

인터랙션을

정의하며,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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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ugmented
Reality
Sandbox

5718)” 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모래박스를
이용한
지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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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에서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정적에서 점차 동적으로 사용자 움직임

deforming

또는 소리 등에 반응하는 콘텐츠와 같은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하는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surface

using

Graphics, 23(3), 1235–1248.

가지고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하였지만, 다중
비디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다양한 연출을
있도록

non-rigid

deformable dot cluster marker.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기능 개선 방안으로 상용화 툴에서 하나의 비디오를

수

제시되어야

인터랙션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를 매핑할 수 있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자 한다.

2013

할

프레임워크로

이에 본 연구의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상용화 툴의
장점에 다중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3. The icebook (2010):
http://www.theicebook.com/The_icebook.ht

하며,

ml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
처리 과정을 거쳐야했지만, 기능적으로 구현하여

4. The
Tourist
in
Dallas
(2010):
http://www.youtube.com/watch?v=XSROXa

사용자가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할 때, 원하는

dy020&t=356s

기능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만으로 제작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5. GAKUBUCHI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W7Wljy
6IX4c&t=11s
6. Gallery Invasion (2016):

5. 결론

https://www.youtube.com/watch?v=APpw6
ZKIQ3I&t=73s

본 논문에서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7. Connected Color (2016):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시한 소프트웨어는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도 정교한 프로젝션 매핑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하나의 이미지 또는 영상이

http://www.youtube.com/watch?v=nMvFwC
3bo_E

아닌 다중 비디오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하드웨어

8. ICHIYO(a

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나, 번거로운 편집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다양한 미디어 소스를 결합 혹은

leaf)

(2013):

http://vimeo.com/81784625
9. Augmented
Reality
Sandbox
(2015):
http://www.youtube.com/watch?v=CE1B7td

분배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의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 움직임 또는 소리 등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에 대한 요구가

GCw0

증대됨에 따라 차세대 프로젝션 매핑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움직임과 소리등의 인터랙션 분석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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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거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으면 사용할

요약문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디스플레이에 콘텐츠를
배치 하기 위한 저작 도구들은 사용법이 어렵고
프로그래밍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 이외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 디스플레이에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배치하기 위한 저작 도구를 제안한다. 콘텐츠의 배치
유형을 공간적 배치, 시간적 배치 유형을 분류하여

수 없다.
또한 가상 및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아트에서도 가상 및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가상 콘텐츠를 저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실제 디스플레이와의
연결성이 있는 콘텐츠 저작하기는 어렵다.

제공하고 이를 각 디스플레이로 배치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 물리적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을 확장 현실 환경으로 확장하여 가상
디스플레이의 생성 및 배치 기능을 추가한 저작 도구를
제안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디스플레이에 콘텐츠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콘텐츠의 배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유형 선택을 통한 콘텐츠 저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가상 디스플레이 추가 기능을 통해 저작자가 쉽게 증강
현실 환경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여 실제 및 가상

주제어
멀티 디스플레이, 콘텐츠 배치, 저작 인터페이스, 확장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 가상 디스플레이

2. 관련연구
2.1 멀티 디스플레이 콘텐츠 저작 도구

1. 서 론
여러 대의 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하나의 작업

대표적인 멀티 디스플레이 콘텐츠 저작 도구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이라

VVVV 와 레졸룸(Resolume)이 있다. 먼저 VVVV 는

통칭한다.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은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미디어 아트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 제어 프로그램이다[3]. 프로그래밍 과정을 블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멀티

단위를 조합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저작자가 원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배치하여 콘텐츠를 저작할 수

제공한다. 그러나 블록 단위 조합 방식이라도 여전히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복잡한

있다는 장점이 있다[1].

저작 과정을 거쳐야만 멀티 디스플레이에 콘텐츠를

그러나, 멀티 디스플레이에 콘텐츠를 저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저작 도구가 필요하다. 저작
도구에는

VVVV,

레졸룸(Resolume),

프로세싱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만 멀티 디스플레이 연결 및 콘텐츠 배치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Processing) 등이 있다. 저작 도구들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에서 제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각

레졸룸(Resoulme)[4]은 비디오 믹싱이 가능한 VJ 용
소프트웨어이다.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을 이용한 효과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위와

제작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GUI 를 제공 하기

같은 저작 도구들은 저작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수행해야 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때문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을 구성한 후 영상 슬라이스 기능을

저작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통해 각 디스플레이 별 출력 콘텐츠 범위를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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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콘텐츠 배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하지만 레졸룸에서는 디스플레이
간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지 않아 모든 디스플레이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콘텐츠 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집 및 확인 작업을 반복하며
수동으로 각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추어 콘텐츠를

그림 1 콘텐츠의 공간 배치 유형

편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2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도구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도구로는 Unity3D[5]가 있다.
Unity3D 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엔진
중 하나로, 가상 및 증강현실 콘텐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Vuforia, Kudan, Wikitude 등의 외부
SDK 를 사용하여 가상 및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를

그림 2 콘텐츠의 시간 배치 유형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Unity3D 는 게임을 위한
기능에 특화되어 있고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으면

등장하는 경우이며, 병렬배치는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간편하게 원하는
기능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보자는 사용하기

콘텐츠가 디스플레이 순서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이며, 쉬프트 유형(Shift Type)은 뒤의

어려우며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콘텐츠가 등장하면 앞의 콘텐츠는 다음 디스플레이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순서 배치 중 타이핑 유형은

밀려나며 등장하는 형태이다. 플로우 유형(Flow
Type)은 콘텐츠가 다음 디스플레이로 흘러가듯

3. 콘텐츠 배치 유형 및 저작 도구 설계

등장하는 형태이며,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전시 시,
글자가 디스플레이 사이로 흘러가는 형태를 연출할 수

3.1. 콘텐츠의 편집을 위한 배치 유형 정의
멀티 디스플레이에 콘텐츠를 1:N, 多:N 으로
배치하는 경우, 콘텐츠 편집에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편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콘텐츠의 배치 유형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콘텐츠의 배치 유형은
크게 공간 배치 유형과 시간 배치 유형으로 구성된다.
공간 배치 유형은 디스플레이 상의 콘텐츠 배치 형태에
따른 분류이며, 시간 배치 유형은 디스플레이 상의

3.2. 콘텐츠 배치를 위한 제어 도구 설계
본 절에서는 3.1 절에서 분류된 콘텐츠 배치 유형을
저작하여 디스플레이로 배치하기 위한 제어 도구를
설계한다. 제어 도구의 전체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클라이언트, 저작 디바이스인 에디터, 가상

콘텐츠의 등장 시간에 따른 분류이다.

디스플레이

공간 배치 유형은 크게 복제형(Copy Type),
창문형(Window Type), 분할형(Partition Type)으로

전송이

구성된다[6]. 복제 형은 디스플레이의 배치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형태의 콘텐츠가 모든 디스플레이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창문 형은 콘텐츠 배치 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에

맞추어

그대로

형태이다. 시간 배치 유형은 순서 배치와 병렬 배치로
나누어지며 순서 배치는 다시 타이핑 유형(Typing
Type), 쉬프트 유형(Shift Type), 플로우 유형(Flow

디바이스인

뷰어,

고정

서버로

이루어지고,

에디터에서

생성된

가상

디스플레이는 뷰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2.1. 실제 디스플레이의 연결 및 인식

편집하는

경우이다. 분할 형의 경우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배치하여 편집할 수 있는

확인

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콘텐츠가 실제 표시된
디스플레이이며, 에디터에서는 실제 콘텐츠의 편집 및

클라이언트-에디터 사이에서는 실제 디스플레이의
인식이

이루어진다.

실제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한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면 디스플레이 정보가 웹 소켓 서버로 전송되고

Type)으로 분류된다. 순서 배치는 설정된 시간에

에디터에서 접속된 클라이언트 정보를 조회하면 해당
정보가 에디터에 나타난다. 이후 에디터에서 접속된

맞추어

전체 디스플레이에 배치 형태 추출을 위한 지정 색

콘텐츠가

각

디스플레이에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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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명령 메시지를 송출하면 모든 디스플레이가 지정
색으로 변경된다. 에디터에서 색상이 변경된

및 길이에 따라 시간 정보가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저장된다.

클라이언트의 배치 형태를 캡처하고, 해당 레이아웃을
저장하여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편집을 수행한다[7].
이때 인식된 하나의 디스플레이는 콘텐츠 편집을 위한
배치 요소를 가진다. 각 디스플레이는 접속된 순서,
에디터 상에서의 디스플레이의 위치, 크기, 자신의
IP 주소를 요소로 가지며 하나의 디스플레이 Dk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시간 배치 유형 선택 시 타임 바의 생성

Dk = {i, (x0, y0, width, height), ip_addr}
타임라인의 생성이 완료되면 콘텐츠를 재생하는데,
재생하기 전 사용자가 타임 바의 위치 및 길이 변경을

3.2.2. 가상 디스플레이의 배치 및 확인

통해 수정한 재생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각 타임 바의

가상 디스플레이의 배치는 에디터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가상 디스플레이의 실제 위치와 에디터

재생 시간을 배열에 저장한다. 저장된 순서대로 웹
소켓을 통해 편집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는 이를

상에서의 위치를 동기화 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커를

각 디스플레이로 전송하여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한다.

설정한다. 저작자는 저작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각형의
가상 디스플레이를 추가한 후, 마커를 기준으로 한
디스플레이의 위치 및 크기를 입력한다. 생성된 가상
디스플레이는 Vk 라 하며 아래와 같이 모양, 에디터
상에서의 위치, 깊이 정보, 크기, 각도, 생성된 순서를
요소로 가지며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4. 콘텐츠 저작 도구의 구현
3 장에서 설계한 콘텐츠 배치 유형과 제어 기법을
기반으로 콘텐츠 저작 도구를 구현하였다. 콘텐츠 저작
도구의 구현은 실제 디스플레이의 인식, 가상
디스플레이의 생성 및 배치, 콘텐츠 편집 및 전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Vk = {Square, (x0, y0, z), (w, h, θ), order }

생성된 가상 디스플레이 객체 정보는 서버에
전송되어 배치 상태를 저장하고, 이를 미리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뷰어로 전송한다. 가상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뷰어를 실행해야 한다. 뷰어를 실행하면 서버에서
해당 객체 정보를 로드하고, 저장된 객체가 생성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디스플레이의 인식 및 레이아웃 추출은
그림 7 과 같이 이루어진다. 에디터에서 조회된 접속 된
디스플레이의 지정 색을 변경하고, 캡처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의 배치 형태가 캡처 되고, 왼쪽의
디스플레이 인식 패널과 오른쪽 콘텐츠 편집 패널에
동일한

형태의

레이아웃이

나타난다.

레이아웃이

추출되면 콘텐츠를 로드하고 선택한 배치 유형에
맞추어 콘텐츠를 편집한다.

3.2.3. 콘텐츠 타임라인 생성
실제 및 가상 디스플레이가 생성되면 사용자는
콘텐츠의 공간 배치 및 시간 배치 유형을 선택하여
콘텐츠 편집을 수행한다. 공간 배치 유형을 선택하면 각
유형에 따라 모델링 된 좌표 변환 모델에 따라 편집이
수행되고, 편집 정보가 에디터 상의 각 디스플레이 객체
에 저장된다. 편집이 완료되면 시간 배치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유형에

따라

타임라인에

타임

바(Time Bar)가 생성되며 각 타임 바에 콘텐츠 편집
정보가 매칭되어 저장된다. 이후 생성된 타임 바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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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 추출

* Display Channel--;
쉬프트
유형(Shift)

플로우
유형(Flow)
병렬
배치(Parallel)

그림 5 가상 디스플레이의 생성

(1) timeBar.Left = StartPosition +
timeBar.Width*(Row Num –1)
(2) StartPosition += timeBar.Width
timeBar.Left

=

StartPosition

+

timeBar.Width/2 + (Row Num –
1)
timeBar.Left = StartPosition

가상 디스플레이는 멀티 디스플레이 영역에 미리
부착된 마커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마커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생성할 위치 및 크기를 입력하면, 이에 맞추어
사각형의 디스플레이가 생성된다. 이후 실제
디스플레이와 가상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을 추출하여
콘텐츠 편집이 수행된다.
콘텐츠의 배치 형태 편집 후, 사용자는 시간 배치
유형을 선택한다. 각 시간 배치 유형에 따라 타임 바가
다르게 생성되는데, 타이핑 유형의 경우, 각
디스플레이에 배치된 콘텐츠가 순서대로 일정 간격을
두어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기본 시간에 디스플레이의
개수를 역순으로 곱하여 타임 바의 크기를 생성한다.
쉬프트 유형의 경우는 콘텐츠가 디스플레이 순서대로
밀리며 이동하여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타임 바는
계단식으로 디스플레이의 개수만큼 연속하여 배치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스플레이 개수만큼의 배치가 끝나면
시작 위치를 1 번 디스플레이 채널의 타임 바의 끝

그림 6 시간 배치 유형 별 타임 바의 생성 형태

위치로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플로우 유형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순서대로 이전의 콘텐츠가 사라진

생성된 타임 바는 기본 5 초의 시간을 기준으로
생성되며,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Drag 및

만큼

등장하는

Resize 가 가능하다. 전체 콘텐츠 타임라인의 저작이

형태이므로, 기본형은 각 타임 바가 중점이 걸쳐져 있는
계단 형태로 생성된다. 이에 타임 바를 생성할 시 다음

완료되면 재생을 위한 콘텐츠 배열이 생성되고, 배열
순서대로 웹 소켓을 통해 각 디스플레이로 콘텐츠 편집

타임 바의 위치를 2 분의 1 로 설정한다. 병렬 배치의

정보가 전송된다. 데이터를 수신한 디스플레이는 해당

경우는 모든 디스플레이의 콘텐츠가 동일한 시간에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모든 채널에 동일한 길이의 타임

정보에 맞추어 콘텐츠를 표시한다.

다음

디스플레이의

콘텐츠가

바를 같은 시작 위치에 생성한다(표 1). 생성 결과는
그림 9 와 같다.

표 1 시간 배치 유형에 따른 타임 바의 생성 위치

시간 배치 유형
타이핑
유형(Typing)

타임 바 생성 위치
(1) timeBar.Left = StartPosition +
timeBar.Width + (Row Num –1)

그림 7 복합 콘텐츠의 저작 및 재생 결과

(2) timeBar.Width = default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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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광고 제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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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오고 가는 소통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
참여유도형 광고였다. 기술 발달과 다양한 아이디어의

요약문
인터랙티브

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을

부조화, 기술의 범용화 등이 광고가 실행되지 못한

결합한, DID 를 매체로 하여 사용자에게 반응을 요구한

이유일 수 있으나, 기술발전의 속도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배제하고, 예측하여 진정한 소통형

후, 또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다중 인터랙티브성을
가지고 있는 옥외광고를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라

정의하여

이것의

프로토타입

시나리오를

제작해 보았다.

목적

및

과정:

본

연구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가장 적합한 인터랙티브 광고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옥외광고, 다중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프로토타입 제작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광판이 설치되는 후보지 중 한 곳을 광고 구역으로
결정하고

서론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1일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한국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을
도입기로 시작하여 2020년을 확정기, 2026년까지
완성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를 롤모델로 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효과가 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진 타임스 스퀘어의 단면만으로 이번
산업의 롤모델로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타임스스퀘어 광장과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는
차이가

있다.

타임스

스퀘어는

지역이

슬럼화(Slumism)되어 제구실을 못 하고 있을 때
옥외광고물이 지역을 새롭게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었지만,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는 이런 재개발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징 없이 화려하기만 한
옥외광고는 지역 고유의 색을 잃게 하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오명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며, 주목성을
가질 수 있는 광고, 특히 인터랙티브 광고에 대해
연구하고

본문
연구

주제어

분명한

인터랙티브 광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프로토타입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1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벤치마킹할 2호, 3호
구역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한다. 기존 옥외광고들은
인터랙티브 광고라고 명명할지라도 광고와 사용자

그곳에

어울리는

사업

분야를

조사

선정하였다. 선정된 곳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측면
외벽이다. 공간적 특징으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측면은 테헤란로 대로이며, 삼성역에서 선릉역 방향은
동서 방향에서 가시성이 뛰어나다는 점과 백화점
측면은 사용자들이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백화점까지
약

260m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대로가

있어

도보하거나 잠시 멈추어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적합하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그루밍족의 증가로 남성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타깃은 30대 남성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타깃들의
의류 구매 행동 유형과 불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타깃에게 가장 적합한 인터랙티브 광고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광고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광고와 UX분야의 전문가 3인을 모집하여
제이콥 닐슨의 체크리스트 10가지를 기반으로 한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토 타입의 사용성을
평가 하였다.
사용자 조사 내용 정리:
사용자
목소리

요구사항

목표

아이디어
도출

정보

브랜드

하나의

단일

획득의

편견에서

브랜드가

브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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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벗어나기

아닌

아닌

사용자는 화면 속 캐릭터의 행동과 카피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브랜드를

위해 로고
노출이 없는

브랜드를
동시에

백화점
자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알아챈다. (도구: Motion
Recognition Senseo / 크리에이티브 전략: 참여

선택하게

광고가

광고한다.

광고의

유도형)

된다.

있으면
좋겠다.

보기만
하는

제작

참여할
의류

있는

광고는
흥미롭지

형태의
광고가

않다.

있으면

내가 직접
광고에
참여할

여러

수

활동적인

신체를

게임

콘텐츠의

이용한

광고 기획

게임
형태의
광고 제작

좋겠다.

수

있으면
좋겠다.

사용자가
주인공이

안면 인식
기술을

되는

이용하여

광고

기획

사용자를
광고에

프로토타입 2 단계: 사용자가 몸을 움직여 화면 속

참여
사이즈,

나의

색상등
나에게

신체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드는 의류 혹은 가장 가까운

사용자가

개인

맞춤

정보(신체
사이즈,

원하는
정보의

정보 제공

알맞은

피부색)등이

제공

정보를
얻고 싶다.

맞는 상품을
정확히 알고

의류가 부딪힌다. 사용자와 의류가 닿는 순간, 화면
속에서 사용자의 모습이 사라진다. (도구: Motion
Recognition Senseo / 크리에이티브 전략: 사용자
감지형)

싶다.
조사 정리:
첫째,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광고
둘째, 게임과 같은 흥미로운 콘텐츠
셋째, 참여의 보상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
프로토 타입 시나리오:

프로토타입 3 단계: 사용자가 사라진 화면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한다. 사용자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후, 캐릭터는 백화점 쪽으로 더 가까이 오라는
손동작을 보이며 사용자와 소통한다. (도구: Motion
Recognition Senseo / 크리에이티브 전략: 사용자
감지형)

프로토타입 1 단계: 삼성역 5 번출구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걷던 사용자는 백화점 외벽의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흥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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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4 단계: 캐릭터가 안내한 곳에서
사용자는 키오스크를 발견한다. 키오스크 내 화면에는
프로토타입 1 단계와 2 단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구: KIOSK / 크리에이티브 전략:
사용자 감지형)

프로토타입 6 단계: 키오스크에 부착되어 있는
NFC 리더기의 인디케이터가 반짝인다. 사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가져갈 경우, 키오스크
화면에서 보이던 이미지가 사용자의 사진첩으로 자동
저장된다.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에는 합성된 옷의
정보와 추천 치수, 할인 정보 등이 함께 나와 있다.
(도구: NFC / 크리에이티브 전략: 맞춤 콘텐츠
생산형)
사용성 평가:
표 1. 사용성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질문
적절한

효율성(Efficiency)

입력장치(키오스크)를
사용하였는가?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현재

프로토타입 5 단계: 사용자가 키오스크에 다가가면

가시성(Visibility)

안면인식 기술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모습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닿았던 옷이 합성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합성된 사진은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실제 옷을 입었을 경우와 흡사한 체형으로

상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는가?
프로토타입 1 단계에

일치성(Match)

나타난다. (도구: 3D Scanning, facial Recognition
System / 크리에이티브 전략: 콘텐츠 생산형)
제어(Control)

일관성(Consistency)

등장하는 캐릭터가 사용자
행동 유도에 도움을
주는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통제권을 부여했는가?
광고의 시나리오와
제공하는 정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인식성(Recognition)

키오스크의 위치가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적합한가?

다양성(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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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심미성(Aesthetic Design)

화면구성이
간단명료한가?

참고 문헌

카피가 사용자에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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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익(213).『 인터랙티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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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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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Help
Documentation)
실수방지(Error
Prevention)

도움말로 작용하는가

사용성 평가 결과:
사용성 평가 결과 프로토타입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에는 큰 어려움이나

확인할 수 없는 프로토타입의 맹점으로 판단된다.

결론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갖게
되고 주도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와
취향에 따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똑똑해진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맞춤 광고는 계속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헌 조사를 통해 인터랙티브 광고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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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였다.

본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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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한국 광고 홍보 학회

사용자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광고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를

15. 2016 패션 시장 결산-아재파탈(Fatal), 패션넷
코리아

활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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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애플리케이션’, ‘앱스토어’ 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폰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활용 방법 및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조사된 결과가 실제
노년층의 스마트폰의 활용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와 개념으로
인하여, 특히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노년층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3].
이러한 어려움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단계가 많고 여러가지 설정이

못하게 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을 기록하는 앱 로거를 개발하여 노년층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앱 로거는 사용자의 별다른 행위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정보를 백그라운드에서 수집하여 서버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앱 로거를 활용하여 Android OS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복기하여 다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설문이나 인터뷰 방식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 60 세 이상의 노년층
사용자 총 61 명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데이터를

한편, 일반인들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에

성공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한 연구는 주로 노년층의 신체적 기능 문제를

연구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설문이나 인터뷰 방식을 사용한

수 있었다.

경우가 많으나, 자기 응답식 조사 방법의 특성상 그

주제어

정확성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노년층, 스마트폰 활용, 애플리케이션 로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모바일 데이터를 통하여

1. 서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

년

인터넷

수집할 수 있는 앱 로거를 개발하고, 앱 로거를 통하여

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 대

수집된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비침투적 방법을 통한 행태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6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 최근에는 저렴하면서도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되면서, 65 세 이상
휴대폰 구매자 중 50% 이상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정도로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2]. 그러나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피쳐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2. 관련 연구
2.1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다[4]. 노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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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설문지

3. 데이터 수집

조사 또는 태스크식 접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3.1 앱 로거 개발

설문지 조사 방법의 경우 자기 응답식 방법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지 조사는 때때로
응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더욱이 노년층의 경우 나이에 따른 작업
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설문지 조사 과정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자신감에 대한 측정 부분에서 과장된 답변을 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관찰될 수 있다[5].
과업(task)식 접근 방법은 설문지 조사보다 정확한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 방법은 특정한
목표의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실제와
가장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설문지 조사에 비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이해와 행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과업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업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이와 같이 설문지 조사 또는 과업식 접근 방법으로는
노년층의 디지털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년층의 인지적 한계에

앱 로거는 Android version 4.4 (KitKat) 이상의
운영체제를 활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도록
개발하였다. iOS 의 경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앱 로거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앱 로거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UUID(Universal
Unique Identifier), 스마트폰의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는
경우 그 동작과 시각,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top
layer 에 표시되는 때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시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앱 로거가 설치되더라도 통화 기록, 메시지 입력 내용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앱 로거는 연구 참여자의 스마트폰에서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동작하며, 매일 자정에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한다.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독립적인 측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번의 연구 참여자와의 직접적인 면담 없이도
데이터를 간단하게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앱 로거는

2.2 로그 기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연구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행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자기
응답식 조사 방법보다 실제 사용 행태 조사에서 더욱
타당한 측정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6]. 로그 데이터
분석은 비 개입적이며 비 침투적인 분석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 행태를 조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행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로그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아이콘과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어떠한
사용 정보가 수집되고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제공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데이터 수집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 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Android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구청 및 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지역 노인정, 도심 집회 참가자 등

사용자의 앱 사용 행동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면 모집을 진행하였다.

가능함을 주장하였으며, 나이와 직업 등 인구 사회적
특성에서 앱 이용의 주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7].

앱 로거의 데이터 수집은 서버에 연구 참여자의 기기를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과 빈도 등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도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행태를 유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8].

등록한 이후 진행되었으며, 수집 기간은 2017 년 1 월
20 일부터 2 월 8 일까지 약 20 일간 진행되었다. 위
기간은 연구 참여에 따른 관심 증대로 인한 의도적인
스마트폰 활용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 명절인 설
연휴(1 월 27 일 ~ 1 월 30 일, 대체 휴일 포함)에 따른
일상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활용 영향 확인 기간, 연휴
이후의 일상적인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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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7, s=21.64)에 비하여 명절 이후의
평일 사용량(X
̅ =171.80, s=8.61)의 감소가 의미 있는
평일 사용량( X

4. 데이터 분석 및 논의
4.1 데이터 수집 결과

수준으로 나타났다(p=0.026).

데이터 수집 기간 동안 총 61 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10000

애플리케이션 사용 데이터가 온전하게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8000
6000

만 69 세(s=6.15) 로 조사되었다.

40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연령 통계

2000

참여자 수 (명)

평균연령 (만)

표준편차

남

30

71.40

5.00

여

31

66.68

6.33

합계

61

69.00

6.15

0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성별

남성

여성

: 휴일

그림 1 일별 애플리케이션 전환 횟수 추이 (단위: 회)

분석 대상 기간 중 애플리케이션 사용 데이터는 총 23 만
8791 건이 수집되었으며, 일 평균 애플리케이션 사용
데이터 수는 1 만 1939.55 건으로 1 인당 일 평균
195.73 회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분석은 사용 횟수와 누적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중 운영체제를
위해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로 연구 참여자가 인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만을

4.2 스마트폰 사용 행태 분석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아래 표 2 와 같다.

 요일, 성별 별 사용량 분석

표 2. 사용 횟수 상위 및 사용 시간 상위 애플리케이션 순위

먼저 요일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빈도의 차이를

순위

횟수 상위 앱

순위

시간 상위 앱

알아보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전환 횟수 기준으로 하여
평일과 휴일(주말 또는 공휴일 등)로 나누어 스마트폰

1

카카오톡

1

카카오톡

사용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2

연락처

2

유튜브

평일에 일 평균 217.63 회(s=202.63)의 애플리케이션
전환이
발생하였으며,
휴일에
일
평균

3

문자메시지

3

네이버앱

162.89 회(s=105.16)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또한 Paired

4

전화

4

문자메시지

t-test 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평일과 휴일의
스마트폰 사용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5

T 전화

5

삼성브라우저

있었다(p<0.01).

6

네이버앱

6

브라우저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전환 횟수의
̅ =163.03,
일별 추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 X

7

유튜브

7

주소록

8

갤러리

8

다음앱

9

삼성브라우저

9

전화

10

다음앱

10

캔디크러시

계

(총 74709 회)

계

(총 1546 시간)

s=44.37)에 비해 여성( ̅
X =209.04, s=63.27)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명절 이전의 평일 사용량과 명절 이후의 평일 사용량을
구분하여 명절을 전후로 평일 애플리케이션 전환 횟수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명절 이후의
평일 사용량( ̅
X =207.97, s=8.74)은 명절 이전의 평일
̅
사용량(X=232.27, s=7.06)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참여자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남성 참여자의 경우 명절 이전의

각 애플리케이션의 용도 및 전환 횟수, 점유 시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자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활용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상위 10 개
애플리케이션 중 메시지 서비스의 비중은 5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통화 서비스의 비중은
28.21%, 웹 브라우저 9.57%, 컨텐츠 서비스 5.7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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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누적 사용 시간이 긴 애플리케이션 상위
10 개를 도출한 결과 메시지 서비스의 비중은 52.78%로
가장 높았으며, 웹 브라우저 20.68%, 컨텐츠
서비스 20.54%, 통화 서비스 6.00%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간대 별 주로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였을
때, 누적 전환 횟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량은 모든
시간대에서 카카오톡이 최상위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누적 점유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오전
5 시부터 자정까지의 일상활동 시간의 경우 카카오톡이
최상위

순위였지만,

자정부터

오전

5

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유튜브, 브라우저 등의 검색과 컨텐츠
서비스가 최상위 순위를 기록하였다.

4.4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앱

로거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적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포털이 배포하고 있는 메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웹 브라우징,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세부적인 분류가
불가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모집 방법의 특성 상, 대부분

4.3 분석 결과 논의
앱 로거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년층의 실제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터뷰 방법의 기존 연구에서,
노년층은 연락 기능만을 주로 사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9].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역시 노년층 사용자들이
대부분 전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 집중된 사용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뷰 방식의 기존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로서, 로그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인터뷰 방법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년층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노년층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자에
의한 편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한

자기

응답식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앱
로거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또한 앱 로거를 활용하면 기존에 상식적인 추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별도의 행위를

예측하였던 가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명절 또는 연말연시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요구하지

친척, 지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메시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앱 로거가 수집한 메시지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명절 연휴 후반부의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감소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 또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앱 로거를 활용한 사용 행태 연구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태적 특징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않는

비

침투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가장 일상적인 사용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앱 로거를 통하여 수집된 노년층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
분석 결과, 노년층은 주로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브라우징, 사진/동영상 등의 컨텐츠 재생, 모바일 게임
등의 용도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앱 로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이
기존의 설문 또는 인터뷰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는
다르게 특정 기간 또는 시간대의 사용 행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간 실험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 노년층,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해 다른 방법에 못지 않은 정확하고

사사의 글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될

이

수 있다.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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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상

시각을

이용한

인터페이스(visual

interface)는 HCI 기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시각적 채널을

인간은

이용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의 처리에도 관심이

channel)에 의존하여 제품의 비언어적 정보와 언어적

모아지고

정보를

있으며,

효과적인

메세지

전달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메세지로서

내에서

시각적

받아들인다.

채널(visual

이는

이미지와

사용자의 감정을 목표로 한 인터페이스 구성 또한

텍스트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은 정보를 이미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감정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고, 텍스트는 내용 그대로를

인터페이스의

글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두 가지의 자극이

구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들은
같이

합쳐져서 시각적 채널을 통해 들어오고, 이후 얻어진

이차원적으로 접근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은 반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단어와

비언어적

색상으로

구체화하여

함께

한정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에 중점을 맞추어,

고려했다.

세

연구를

색상와 단어의 조합으로써 나타나는 감정의 발화

이미지와

감정

혹은

가지

텍스트와

단어와
요소의

색상,
연결에

감정과

감정을
대한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색상과

단어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과정을 다룬다.

시각적 인터페이스 내의 단어와 색상, 감정에 대한

색상와 감정, 단어와 감정, 혹은 색상와 단어와 같이

리서치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 제시했다.

이차원적

주제어

진행되어오고 있지만[5, 6, 8, 11], 아직까지 단어와

Visual

interface,

Visual

channel,

Color-Word,

Emotion

고려한

연구는

활발히

색상, 감정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현재

HCI

에서는

사용자의

감정

및

인터페이스의 다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본 연구는 색상-단어-감정의 관계에

1. 서 론
디지털 시대에 들어섬으로써 디바이스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이루기
존재한다.

인간과

위한
인간은

컴퓨터의

도구로
오감을

통해

감각에 비해 정보 전달이 용이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쓰인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페이스의
다양화됨에

인터페이스(voice

따라

interface),

청각을
촉각을

이용한

음성

이용한

터치

인터페이스(touch interface) 등이 쓰이고 있지만,

대한 8 개의 이전 논문을 메타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려 한다.

2. 연구 배경

유저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얻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이 다른

종류가

연결만을

2.1 유저 인터페이스와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정보

시스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는데[1], 이의
시각적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지식, 관념, 이미지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 정보를 전달한다[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경우에서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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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언어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여러 프로토타입에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대상이 맞다[3].

적용해봄으로써
기존의

2.2 시각적 채널에서의 색상과 단어

프레임워크의

연구들과

다른

내용을

방법론적

증명했는데,

접근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색상과 단어의 쓰임 및 연결을 알

인터페이스 내 비언어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에서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패션’을 80%, ‘기술’을 20%로

색상과 단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제를

감정 자극에 강하고 빠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크라우딩소싱 데이터를 통해 문맥에 맞는 단어 묶음과

색상은 의미 해석의 폭이 넓어지므로 더 포괄적이고

색상 파레트를 추천해주는 식이다.

풍부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메세지 전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기에 설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가 필요하다. 텍스트 내의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것을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
전달을 도울 수 있으므로[1], 결국 시각적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두 요소의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시각적
표현과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컨텐츠에 의미와
감정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2.3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

잡는다면

제시된

프레임워크

안의

Mohammad [6]의 연구에서는 소설과 동화를 소재로
글의 내용에 나와있는 단어의 흐름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트래킹하여

감정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의 감정 그래프를 통해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믿음, 혐오, 놀람, 기대의 Plutchik 의 8 가지
기본 감정에 기반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써 소설 ‘햄릿’에서의 슬픔 감정을 이끌어내는
단어는 death, grief, murder, hell, doubt, mad 등
이었고, 믿음 감정 단어는 brother, lover, pretty, marry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색상과 단어로 인해 반응으로

등이 있었다.

나타난 감정을 다룬다. 인간의 사고처리는 대부분

Mohammad

잠재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와 인지는

바탕으로 단어 어휘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누어

감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인지적 사고는 감정으로 연결

같은 단어에 의해 동시적으로 발화되는 감정들을

된다[4].

확인했고,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단어에서 얼마나

이것이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감정

시각적

요소가

채널을

중요한

통한

이유이다.

&

Turney

[7]는

크라우드소싱을

빈번하게 감정 연관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Norman [4]은 인간 인지와 감정에 대한 근접 모델을

단어의

본능적 수준, 행동적 수준, 숙고적 수준에서 고려했다.

strong 의 다섯 단계로 측정함으로써 특정 단어의 감정

본능적(visceral) 처리 수준에서 인간의 감정 시스템은

발화 정도 또한 알 수 있었다.

어두움에 대한 무서움, 단맛의 선호나 쓴맛의 혐오와
같이 즉각적인 현재에 반응하며 감정 상태를 낳는다.
또한

행동적(behavioral)

수준은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는 도중 사용성 등과 같은 것을 인지하고
나타나는 감정 반응을 일컬으며, 숙고적(reflective)
수준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행위
및 결과를 평가하며 결론 내려진 감정을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본능적 처리 수준을 중심으로 한 인지와
감정을 다룰 것이다.

양극성을

no,

weak,

moderate,

그리고

Ou 외 3 명 [8]은 색상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10 개의
색상-감정 범위로 나누고; warm-cool, heavy-light,
modern-classical, clean-dirty, active-passive, hardsoft, tense-relaxed, fresh-stale, masculine-feminine,
and like-dislike, 서로 다른 문화에서의 단일 색상과
감정, 그리고 색상의 선호를 colour activity, colour
weight, and colour heat 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는데, warm-cool, heavy-light, active-passive,
그리고 hard-soft 의 색상 감정에 한해서 문화권에

3. 색상-단어-감정의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상관없이 색상에 대한 감정이 통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은 색상-단어, 감정-색상, 단어-감정의 연결에

Ou 외 3 명 [9]은 이전 논문에서 다루었던 10 가지

대한 요소를 고려했거나 이를 실생활에서 분석한

색상-감정 표에서 harmonious-disharmonious 를

8 개의 논문을 선발하여 세 요소들의 관계성과 감정의

추가하여 11 가지의 색상-감정 범위를 가지고 요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두개의 색상 조합에 대한 감정과 선호를

각 요소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Jahanian 외 3 명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비교했다. 결과로서 문화권에

[5]은 색상과 단어의 의미론적 관계를 잡지 표지에
데이터소스를 두고 각 소재의 토픽을 LDA-dual 을
통해 세움으로써 토픽 아래의 해당 색상과 단어 조합을

상관없이 통용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냈고,
여성이 남성보다 masculine-feminine 범위의 색상을
제외하고 더 정확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는 것과,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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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xed, feminine, soft 를 포함하는 ‘like’의 반응을

구성되었고, 파레트의 속성은 색상의 조합과 분배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루었다. 색상과 파레트의 속성에 따라 이끌어지는

Manav [10]의 연구는 거주지 또는 주택을 배경으로
색상과 감정의 연관과 거주지의 색상 선호를 실질적
측면에서 조사했다. 색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결과를 거실, 침실, 부엌과
같은 실제 거주지의 색상 사용에 적용했다. 결과로써
사람들은 침실을 분홍색일때 차분하고 로맨틱한 감정

특정한 감정의 발화에서 calm, playful, positive,
trustworthy 는 밝은색을 가지고 반대로 serious,
disturbing, negative 에서는 어두운 색상을 가졌다.
비슷하게 playful, exciting, positive, disturbing 은
높은

채도의

색상을

가지며

calm,

serious,

trustworthy 는 낮은 채도를 가졌다.

반응 나타냈고, 거실은 밝은 파란색일때 차분하고

Hanada [12]는 다변량 범주형 자료를 대상으로 한

평화롭고 모던한 감정 반응을 보였으며, 부엌은 밝은

대응 분석을 가지고 색상환과 러셀의 원형 모형 사이의

노란색일때 클래식하고 심플하며 활기가 있는 감정

관련성을 통해 감정과 색상이 연관된다는 가설을

반응을 보였다.

세웠으나, 색상환은 감정 모형에 부합하지 않다는

Lyn 외 2 명 [11]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서 알맞은
감정과 기분, 경험을 강조하며 색상과 파레트의 속성이
정보 시각화에서 감정적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과가 나왔고, 색상과 감정의 이차원적인 분석을
나타낸 대응 분석 표에서 색상-감정의 일치성을 볼 수
있었다.

밝혔다. 여기서 색상의 속성은 밝기, 채도, 색조로
표 1. 색상-단어-감정에 대한 연구 요약
주제

요약

색상-단어

잡지 표지 속 이미지의

감정 측정 도구

관련 연구

20% ‘technology’와 80% ‘fashion’ 분석 단계:

[5]

색상과 단어를 가지고,

color-word topics 묶음 생성 (LDA-dual) →

LDA-dual 의 관점에서 살펴

색상 팔레트 추천 → 디자인 예시 재현

본 색상과 단어의 실제 연결
단어-감정

연구 사례

소설과 동화의 텍스트

The NRC

‘Cinderella’와 ‘Godfather Death’의 Joy 감정

흐름을 감정 단어로 분석

Emotion

단어 나열: tree, festival, bride, beautiful, true,

Lexicon

white, garden.

특정 단어의 감정 발화 정도

Plutchik’s eight

[6]

[7]

basic emotions
색상-감정

색상과 감정의 요인 분석:

Plutchik’s eight

색상-감정의 10 가지 범위:

colour activity, colour

basic emotions

warm-cool, heavy-light, modern-classical,

[8], [9]

clean-dirty, active-passive, hard-soft, tense-

weight, and colour heat

relaxed, fresh-stale, masculine-feminine, and
like-dislike, (harmonious-disharmonious)
색상과 감정, 색상 선호에

Sleeping room: pink – warm, romantic

따른 실거주지 색상 적용

Living room: light blue – calm, peaceful

[10]

Dining area: light yellow – cheerful, striking,
plain
색상과 파레트의 속성에

밝은 색상: calm, playful, positive, trustworthy

따른 특정한 감정 발화

어두운 색상: disturbing, negative

[11]

높은 채도 색상: playful, exciting, positive,
disturbing
낮은 채도 색상: calm, serious, trustworthy
대응 분석을 이용한 색상과

PAD emotional

감정의 일치성 확인

st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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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혹은 단어와 색상의 연결에 대해 진행되어

4. 리서치 프레임워크 제안

왔지만, 아직까지 색상, 단어,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

표 1 의 연구들은 색상과 단어의 의미적 연결, 단어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혹은 색상으로 인해 발화되는 특정한 감정에 대한

새로운 연결성을 개척하였고, 반응으로서의 감정을

내용들이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인터페이스 내

중점으로 나타내어 그 중요성 또한 부각시켰다. 또한

색상과 단어를 통한 감정 발화’의 리서치 프레임

색상과 단어의 인터페이스 내 역할을 프레임워크로

워크를 제안한다. 이전 연구의 색상과 단어가 같은

나타냄으로써 간략하게 구조를 설명하였다.

흐름의 감정을 발현해낸다는 것에 기반하여, 같거나
다른 흐름의 색상과 단어의 조합으로 발현하는 감정

그러나 메타분석에서 단어와 감정의 연결에 대한

체계를 정립했다. 시각적 채널을 통해 색상의 시각적

논문이 색상과 감정을 이은 논문보다 상대적으로

요소와 단어의 언어적 요소가 결합되어 감정이

수가 적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색상과 단어, 감정의

발현된다.

연결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끝으로 사용자 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 연구는 감정 컨텐츠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으며 단어와 색상의 조합을 통한 감정
발현을 잘 활용하여 시각적 채널을 통한 인터페이스
내 커뮤니케이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1. ‘인터페이스 내 색상과 단어를 통한 감정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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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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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했고, 이를 기반으로 리서치 프레임 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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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을 경우에는 장애물의 유무만 인식할 수 있고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3D 라이다 센서 정보와 카메라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차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물 지도를 생성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목표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주행경로를

어떤 장애물인지는 인식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센서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위의 단점들을
개선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장애물 지도를 생성하고 카메라 영상 상의 원하는
물체를 인식해서 장애물 지도상의 목표점으로 지정한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라이다 센서 정보를 통해
장애물 지도를 생성하고,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의 위치

후에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계를 활용하여 카메라로 인식한 물체를 장애물 지도

사용자가 차량의 경로를 인지하기 쉽게 도와주는

상의 좌표로 변환하여 이를 경로의 목표점으로 설정해
주어 경로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시스템을 제안한다.

자율주행시 상황에 맞는 경로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사용자는 생성된 지도를 통해 차량의
경로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경로를 생성하며, 생성된 지도를 화면에 표시하여

2. 본문
본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먼저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센서 간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라이다에서 추출한 거리 정보와 영상 정보를 상호

주제어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라이다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장애물 지도를

자율주행, 3D 라이다, 센서융합, 캘리브레이션

1. 서 론

생성하고, 라이다 센서로 측정한 점을 영상 상의 점으로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하여 원하는
물체를 인식하여 물체를 둘러싸는 사각형을 그리고,

위해서는 정확한 주행환경 인지, 판단, 그리고 차량제어
기술들이 모두 필요하다. 정확한 주행환경 인지를
위해서는 도로영역 및 도로 위 장애물 감지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물 인식 시스템은
카메라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였다. 컴퓨터 비전 기술만 활용하는 경우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연산량이 많아 실시간으로 주행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다 센서 정보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결합하여 컴퓨터 비전 기술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투영한다.

HOG(Histogram

Of

Gradient)-

영상에 투영된 라이다 점 중 사각형의 중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 장애물 지도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지
확인한다. 해당하는 지도 상의 점을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A* 알고리즘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표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생성한다. 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된 초기 경로는 부드러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실제로 추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각 모양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무딩하는
방법으로 실제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한다.

장애물의 깊이 정보를 라이다 센서 정보를 통해
얻어낸다. 또한 라이다 센서는 차량 주변 360 ˚를
탐지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시야의 장애물
까지 감지할 수 있고 컴퓨터 비전 기술에 비해 환경의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한 장애물 인지
면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라이다 센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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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라이다와 장애물의 위치관계

그림 1. 시스템 개요도
2.1 장애물 지도
라이다 센서는 수평 방향의 0 도를 기준으로 위로
1 개의 레이어, 밑으로 6 개의 레이어가 3 도 간격으로
총 8 개로 구성된다. 이 중 수평기준으로 위를 바라보는
1 개의 레이어를 제외하고 7 개의 레이어를 이용한다.
라이다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레이어의

그림 3. 장애물 지도 상에서 라이다와 장애물의
위치관계
2.2 LIDAR-Camera calibration, 목표점 추출

각도,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장애물 지도를 생성한다.
그림 2 에서 라이다의 레이어 각도를 , 라이다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r, 그림 2 에서 라이다를 통해
획득한 장애물(흰색)과 라이다(빨강색)의 각도를
라고 했을 때 장애물 지도 상에서 장애물의
좌표(X,Y)를 구하는 공식은 식 1 과 같다. 라이다 상의
좌표축 방향과 이미지 플레인 상의 좌표 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X 좌표를 계산할 때 sin 함수가 사용되고
Y 좌표를 계산할 때 cos 함수가 사용된다. 이때
수평방향 아래의 레이어들이 땅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레이어 마다 일정
거리 보다 멀리 있는 물체는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물
지도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는
시각적으로 차량으로부터의 장애물 위치와 주행 경로를
파악 할 수 있다.

식 2. Calibration matrix
식 2 를 통해 라이다 센서에서 받아온 월드 좌표계 상의
점을 그림 4 와 같이 카메라 영상 상의 점으로 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해내고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의
위치관계는 실측을 통해 추출해냈다. HOG 와 SVM 을
활용하여 그림 5 와 같이 물체를 인식해내고 그 물체를
둘러싸는 사각형을 그린다. 사각형의 중점을 물체의
중점이라 생각하여 투영한 라이다 점 중에서 물체의
중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다. 이 점에 해당하는
장애물

지도상의

점을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A*

알고리즘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표점을 추종하는
최단거리 경로를 생성한다.

식 1. 장애물 지도 상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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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라이다 센서 값을 카메라 영상에 투영한 결과

그림 7. 장애물이 존재할 때의 경로 생성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라이다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장애물
지도를 생성하고 카메라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
상의 목표점을 설정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주행경로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 만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다 센서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다. 실험 결과 장애물 지도 생성과

그림 5. HOG-SVM 을 이용한 차량 인식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표점을 추종하는 경로 생성이

3. 실험 결과
그림 6 은 장애물이 없을 때 생성된 경로를, 그림 7 은
장애물이 존재할 때 생성된 경로를 보여준다. 중앙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물 지도와
경로가 화면 상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본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지도를 통해 차량의 주행 경로를

상단의 진한 회색 점이 장애물 지도 상으로 변환된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향후 이 시스템을

목표점이며, 경로는 연한 회색으로 흰색의 장애물을
피해 진한 회색의 목표점을 추종하는 최단 경로가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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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뉴스에서의 댓글은 기존의 여러

요약문

연구로부터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뉴스에서의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감정(‘기쁨’, ‘슬픔’, ‘분노’,
‘혐오’)으로

분류한

기계학습기반

감정

기사와

댓글을

분석

연관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총괄적인

댓글은 여론의 향방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지각에도

측면에서

매체의

영향을

사회적

미칠

수

영향력에

있다

[14].

대한
또한,

사용자들은 뉴스 기사의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맥을 파악하여 판단한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댓글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 우리의 모델은 단순 감정 사전 중심인 기존의

하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감정 모델과 차이가 있다. 우리 모델은 79%의

있다 [10].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를 달성하여 우리 방법론의 유효성과 실제

자연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처리를

임베딩(Word

주제어

통한

형태소

Embedding),

분석,

워드

기계학습

등의

기법들을 활용하여 포털사이트 내에서의 뉴스

기계학습, 감정분석, 인터넷 뉴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댓글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댓글의 특징 중 감정 분석에

1. 서 론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감정은

인터넷에서

이용

발생하는 데이터에 문맥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순위가 압도적인 1 위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있어 감정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포털사이트인

파악할

전세계적으로

구글(Google)이

네이버(Naver)가

웹사이트

구글을

앞서며,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뉴스

댓글은

다음(Daum)이 그 바로 뒤를 추격하고 있다 [3].

사람들의 주관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우리나라 국민 10 명 중 6 명은 주로 포털사이트를

특징을 가진 데이터이다. 이런 점에서 감정 분석은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언론사 사이트 자체나

특정 뉴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적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은

반응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사회적 반응, 지지에

13%에 불과하다 [9]. 이렇듯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4].

정보를 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 중

감정 분석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뉴스 연구의

왔으며 그 결과 많은 다중 감정 분석 모델이

필요성을 보여준다.

공유되어 왔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의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긍정, 부정 두 가지의 감정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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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감정 분석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13].

감정유형으로 분류한 기존의 한국어학 연구를

국내에서 일부 진행된 다중 감정 분석 연구는 특정

이용하였다 [16].

단어의

출현과

빈도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19 가지 감정 동사를

경우가 많으며 분류 정확도는 50% 정도로 낮은

연결하기 위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편이다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리말을

있는

이용하여 긍정 및 부정을 판단하는 감정 분석

문맥의

감정을

판단하였기에

(특정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단어들을 추출,

전체적인

기존의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입력하면, 부산, 대구, 뉴욕,

문맥을

도쿄 등 도시 이름을 반환한다) 를 이용하여 본

고려하지 않은 모델을 보완한다.

연구의 감정 모델에 쓰일 4 가지의 유형으로 다시
재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표 1]. 만들어진 감정

2. 본론

분류 기준을 참고하며 기사와 댓글의 문맥 및

2.1 데이터 수집
뉴스기사와

그

뉴스기사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기반으로

하였다.

AWS(Amazon
이용하여

일일

데이터

Web

서버와

댓글
랭킹

뉴스를

수집에

앞서

Service)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연관성을 고려한 감정 레이블링 작업을 하였다.

데이터는

감정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한 총 인원은 총
5 명이며, 30,000 개의 댓글을 4 가지의 감정(‘기쁨’,
‘슬픔’, ‘분노’, ‘혐오’)으로 2 주간 레이블링 하였다.

을

작업 과정에서 광고성 댓글이나 감정이 느껴지지

구축하였다.

않는 댓글은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작업 인원들

그리고 다음(Daum)의 뉴스와, 뉴스에 해당하는

사이에서 특정 댓글 감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댓글을 웹 크롤링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서 감정 분류를 진행하였다.

작성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이와 같은

표 1 레이블링 참고 기준. 본 연구에서 다룬 4 가지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일일 랭킹

감정과 19 가지 감정 동사를 Embedding 을 활용하여

뉴스 50 개와, 각 뉴스에 해당하는 댓글 전체를

매핑하였음.

하루 단위로 2017 년 7 월부터 10 월까지 약 4 개월

주요 감정

동안 수집하였다.
2.2 감정 분석 모델을 위한 레이블링
감정모델의 분류 클래스로는 Ekman 의 감정
분류를 이용하였다 [6]. 모델을 만들기에 앞서
댓글에 해당하는 감정을 레이블링(Labeling)하는
작업을

[7].

기술 중 하나이다. Word2Vec 의 most similar 함수

활용한 선행연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뉴스
고려하여

활용하였다

성립되도록 처리하는 과정 임베딩(Embedding)

분석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관성을

을

차원으로 변환하면서 모든 데이터 간의 관계가

4 가지의 감정 (‘기쁨’, ‘슬픔’, ‘분노’, ‘혐오’)기반

댓글의

Word2Vec

Word2Vec 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그보다 낮은

연구를 넘어 Ekman 의 감정 분류를 이용하여

기사와

기술인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구자의

주관적

관련 감정

기쁨

‘감동’, ‘감사’, ‘기쁨’, ‘상쾌함’, ‘수용’, ‘이완’

슬픔

‘고뇌’, ‘고독’, ‘동정’, ‘미안함’, ‘슬픔’, ‘허무’

분노

‘분노’

혐오

‘수치심’, ‘욕구’, ‘혐오’, ‘후회’

2.3 데이터 전처리

판단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기 위해 감정 분류

감정 별 데이터 개수의 비율은 (‘기쁨’: 8.5%),

기준을 만들었다. 레이블링에 참고한 감정 분류

(‘슬픔’: 6.2%), (‘분노’: 16.2%), (‘혐오’: 65.4%) 과

기준은 우리말의 434 개의 감정 동사를 19 가지

같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6 가지의 감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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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개수가 총 4.7% 밖에 안되는 ‘놀람’과 ‘공포’의

2.5 기계학습 알고리즘 사용

감정을 제외하여 4 가지의 감정 분석으로 모델의

본 연구에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향을 수정하였다. 놀람과 공포의 감정을 담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최종 6 가지의 감정을 담은 모델은 해당 감정에

 LSTM(Long Short-Term Memory Units): RNN

대한 추가 데이터 수집 후, 후속 연구에서 논의될

(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한 종류로서

것이다.

배열(Sequence)의

오분류 및 중복된 데이터의 정리를 마친 뒤 부족한

패턴을 인식하는 인공 신경망
 MLP(Multi-Layer

감정 클래스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 레이블링

형태를

갖는

Perception):

데이터에서

기존의

단층

퍼셉트론(Perceptr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였다. 표본 개수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기쁨’,

퍼셉트론을 여러 개 합친 인공 신경망

‘슬픔’, ‘분노’, ‘혐오’를 각각 2,500 개의 표본으로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s): 일반적인

정리하여 모델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인공 신경망 계층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합성

2.4 감정 분석 모델 구축

곱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는 인공 신경망

감정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개발 언어로는

2.6 모델 성능 평가

파이썬(Python)을 사용 했으며, 파이썬의 기계
학습 패키지인 scikit-learn[2] 과 딥러닝 학습에

세 가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축한 모델의

최적화된 케라스(keras)[1] 패키지를 사용하여 감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 80%, 실험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GPU (GeForce 1070 GTX,

데이터

8G)를 이용하여 학습 속도를 높였다.

교차검증을 실행하였다. 각 모델의 성능 결과는

20%로

데이터를

나누어

5-Fold

[표 2]에 정리 되어있다.
표 2 모델 별 성능 (30 epochs).

파라미터

LSTM

MLP

CNN

0.0006%

0.0015%

0.0004%

2.24%

1.22%

1.10%

Train Acc.

99.91%

99.91%

99.99%

그림 1 데이터 처리 과정. 토큰화와 임베딩을 거친 댓글

Val Acc.

71.37%

72.12%

76.61%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적용함.

Test Acc.

74.30%

72.95%

78.85%

Train Loss
Val Loss

KoNLPy(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세 가지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 기준 성능을 평가해

Python)[10]를 사용하여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본 결과 CNN 기반 모델이 78.85%로 가장 높은

진행하였다. KoNLPy 의 트위터(Twitter) 패키지를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용하여 각 댓글의 조사, 어미, 구두점을 제거하여
토큰화(Tokenization)

하였다.

토큰화된

3. 실제 적용 결과

단어로

이루어진 댓글들을 숫자 및 벡터로 변환하는

구축한 감정 분석 모델을 실제 뉴스 데이터의

임베딩(Embedding) 과정을 거쳤다. [그림 1]은

댓글에

적용해보았다.

연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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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7 가지 분야(문화, IT, 경제,

동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댓글 생성자들간의

국제, 국내, 정치, 사회, 연예)에 무작위로 뽑은

네트워크, 기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더 깊은

50 개의 뉴스 기사에 해당하는 댓글을 가져왔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3]. 각 분야별로 30,000 개를 추출하여 총

4. 결론 및 논의할 점

댓글의 수는 240,000 개였다.

본 연구는 한글 형태소 분석 및 기계학습 기법을

표 3 뉴스의 분야 별 감정 분포 (비율)

활용하여

‘기쁨’, ‘슬픔’, ‘분노’, ‘혐오’의 4 가지

단위(%)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감정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을 분류하였고,

문화(Culture)

0.14

0.20

0.17

0.49

이 학습 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IT(Digital)

0.14

0.19

0.20

0.47

경제(Economics)

0.15

0.17

0.15

0.53

국제(Foreign)

0.16

0.18

0.19

0.47

국내(Nation)

0.14

0.22

0.17

0.47

현상이

정치(Politics)

0.15

0.20

0.16

0.49

보여주었다 [11]. 이러한 이유로 모델 구축에

사회(Society)

0.15

0.21

0.16

0.48

연예(Entertainment)

0.13

0.18

0.35

0.34

우리말 다중 감정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국어 어휘의 의미와 그 사용 실태에 의하면 일상
생활에서 어휘를 과다하게 생략하거나 문법에
위배된 언어들을 무절제하게 만들어내어 사용하는

광범위한 데이터셋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DCGAN)등 과
같은 최신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학습

분야와 상관없이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64%

데이터를 확보하고, 6 가지 감정을 모두 다룬 감정

이상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기쁨에 대한 댓글은

분석

비중이 높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모델을

구축하여

현재

모델의

성능을

보완하고 모델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혐오’와 ‘부정’이 2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점은
인터넷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이한
온라인

여실히

따라서 보다 개선된 감정 분석 모델을 위해서는 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뚜렷한 특성은

특성과

특성을

제외한 4 가지 감정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연예에서는 ‘분노’에 대한 감정이 가장 많았다.

언어학적

그

다루고자 했던 6 가지 감정에서 ‘공포’, ‘놀람’을

전체적으로는 분야별 감정의 차이가 미미했지만,

이는

댓글도

필요한 감정 레이블링에 어려움이 있었고, 본래

뉴스의 분야 별로 감정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점이다.

파다하며,

보완된 모델을 기반으로 인터넷 뉴스와 댓글 간의

상의

특성 및 연관성을 파악하여 포털사이트 별 감정

특성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확인한 뉴스

비해서 부정적인 단어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야 별 감정 분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문화의

알려져 있다 [5]. 또한 인간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징도 향후 논의될 것이다. 모델의 성능이 어느

보여주는 전반적인 성향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정도

알려져 있다 [4].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가

검증된

뒤에는

사회

현상이나

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반응을 분석해보며

데이터로 구성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감정

모델을 실제 현상에 적용해 볼 것이다.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각 감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단어의 종류, 패턴, 댓글 생성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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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 있다. 그로 인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
비스 품질과 사용자 체감 품질 향상이 중요시되었다.
이를 위해 HTTP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한 적응형

오늘날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모바일 단말기의
대중화로 인해 데스크톱과 스마트 폰을 통한 멀티미
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하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 중 하나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 있다.[1] 그로 인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체감품질 향상이 중요시되었다.
유튜브와 트위치TV 같은 웹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주

DASH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버퍼의 상태, 품
질 변화 횟수를 고려하여 비디오 품질을 조절한다. 따
라서 변하는 상황에 대해 유동적으로 스트리밍할 수

사용됨에 따라 HTTP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한 적
응형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 중 하나 DASH가 널리 사
용되고 있다.[2] 하지만 쉽게 변동하는 네트워크 상태

있다.
Adobe의 HDS(HTTP Dynamic Streaming),
Apple의 HLS(HTTP Live Streaming)와 Microsoft의

에 민감한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품질 변화를 절차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현재의 DASH는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ASH에 AI를

Smooth Streaming이 대표적인 DASH이며, 2012년
에는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에서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ASH에 딥러닝 기반을 적용함으로
써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체감품질을 향상

표준을 정의하여 각 DASH의 다른 데이터 형식을 통
합하였다.[3-5]
DASH 서버는 다양한 비트율의 비디오를 세그먼트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의 DASH의 성
능 테스트를 위해 기존의 DASH와 네트워크 환경 변

단위로 분할하여 각 세그먼트가 담고 있는 URL과 콘
텐츠 정보를 가진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을 저장한다. 그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화를 테스트하는 Network Emulator for Windows
Toolkit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된
AI-DASH는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는 네
트워크, 버퍼, 하드웨어, 품질 변화 횟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트율의 비디오 품질을 선택한다.

bitrate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DASH v2.5는 클라이언트에서 적절한 비트율의 비
디오 품질을 선택하기 위해서 ABR(Adaptive Bitrate
Rules)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PC나 모바일 단말기기

딥러닝, 동영상 스트리밍, 인공지능, DASH

1. 서 론

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한 비트율의 비
디오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

오늘날 데스크톱과 모바일 단말기인 태블릿, 스마

해, 본 논문은 딥러닝 기반을 적용한 AI-DASH
(Artificial Intelligence DASH)를 제안한다.

트폰의 대중 보급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
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점차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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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SH는 기존 DASH의 클라이언트 내부 절차

높은 비트율을 가지는 품질을 선택한다. 미디어 플레

적 알고리즘을 대신해 서버 안에 딥러닝 기반 DASH
를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딥러닝 모델

이어 (Media Player)에서 segment가 재생되며 비디
오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6]

은 throughput, latency와 ratio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학습시켰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DASH에 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기존의 DASH에 딥러닝 기반을 적용한
AI-DASH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테스트 환
경에서 AI-DASH의 성능을 검증한다. 끝으로 5장에
서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그림 2 MPD의 구조

2장에서는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표준안을 소개한다. 2.1절에서는 DASH

2.2 MPD 의 구조

의 구조, 2.2절에서는 MPD의 구조에 관해 기술한다.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는 여러 개

2.3절에서는 DASH v2.5에서 사용 중인 ABR 알고리
즘에 대하여 기술한다.

의 period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period는 다양한
비트율의 Representation으로 구성된다.

2.1 DASH 의 구조

Representation은 비트율과 해상도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Segment Info에는 세그먼트의 재생 시
간과 세그먼트의 URL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 정보
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의 목록과 세
그먼트의 URL 주소를 알 수 있고 client의 네트워크
상태를 판단하여 비디오 품질을 조절한다.

그림 1 DASH표준안의 구조

DASH는 기존 streaming 서비스인 CDN (Content
Delivery Network)와 달리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는

그림 3 ABR알고리즘

2.3 ABR 알고리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IT 회사

DASH V2.5에서는 Client 원활한 스트리밍을 위하

들은 DASH를 제공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술들을 개
발하였다. 따라서 MPEG (Moving Picture Experts

여 내부의 절차적 알고리즘으로 ABR(Adapative
Bitrate Rules)을 사용한다. ABR 알고리즘은
ABRController에서 각 규칙에서 판단한 품질을 이용

Group)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교환 형식을 가지는 기
술들을 통합하기 위해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표준을 정의하였다. DASH

하여 Client에서 재생할 동영상 품질을 선택한다.
ABR 알고리즘은 Client의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상
태를 고려하여 영상의 품질을 결정한다.[3]

서버는 다양한 품질의 콘텐츠를 segment로 분할하고
각 segment의 URL과 콘텐츠의 정보를 표시하는
MPD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를 저장한다.

ABR 알고리즘의 규칙들로는 throughput rule,
insufficient buffer rule, switch history rule, dropped
frames rule이 있다. 먼저, throughput rule은 현재

클라이언트는 HTTP 접속 모듈을 통해 접속해, 각 세
그먼트의 URL과 콘텐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MPD
파일을 요청한다. 그 후 server에 세그먼트를 요청하

client의 throughput과 server에 있는 각 동영상 품질
의 segment의 bitrate를 비교하여 최적의 품질을 선택
해준다. Insufficient buffer rule은 Client의 buffer가

여 다운로드 하면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측정한다. 다
음 세그먼트를 요청할 때는 재생 끊김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측정한 네트워크 대역폭보다는 낮지만 가장

비게 되는 경우 최저 품질의 영상을 선택한다. Switch

- 899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history rule은 품질이 변화된 정도를 파악, 품질이 자
주 변경될 경우 품질 변동 주기를 줄이기 위해 품질
단계를 하락시킨다. Dropped frames rule은 재생환경
문제로 끊기는 프레임이 많을 경우 품질 단계를 하락
시킨다.[7]

3. AI-DASH

수식 1 ratio 의 정의

3장에서는 AI-DASH를 소개한다. 3.1절에서는
AI-DASH의 구조, 3.2절에서는 AI-DASH의 학습

 3.3 AI-DASH 의 학습모델
AI-DASH server 내부의 딥러닝 모델의 내부

데이터 셋에 대해 기술한다. 3.3절에서는 AI-DASH
의 학습에 관해 기술한다.
 3.1 AI-DASH 의 구조

레이어 구조는 그림 5 와 같다.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 셋에 labeling 을
하여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 labeling 에 사용된

AI-DASH는 client, AI-server, data storage server
로 구성된다. client는 사용자에게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

방식은

AI-DASH

client

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된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재생
가능한 가장 높은 품질을 label 로 지정한 것이다.

다. Client는 PC의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여 AI-server
로 전송한다. client와 AI-server는 웹 소켓으로 연결되
어 client에서 metric을 보내어 통신한다. AI-server는
client에서 받은 metric을 통해 client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동영상의 품질을 선정해 준다. 그 후 client에서
는 server로부터 웹 소켓 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동영
상 품질을 HTTP 통신으로 연결된 data storage에 전달
하여 해당 품질의 동영상을 재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림4 AI-DASH의 구조

 3.2 AI-DASH의 학습 데이터 셋
AI-DASH

의

학습

데이터

셋은

기존의

DASH 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중에 3 가지로 구성했다.
throughput, latency 와 ratio 이다. 먼저,
throughput 과 latency 는 네트워크 환경과 가장

그림 5 AI-DASH 학습모델 내부 레이어 구조

연관이 있다. ratio 는 현재 재생양 대비 다운로드양을
파악할 수 있다. Ratio 의 정의는 수식 1 과 같다.
3 가지의 데이터 셋으로 AI-DASH 의 server 에서는
다음 동영상 콘텐츠의 품질을 높일지 낮출지 판달 할
수 있다.

- 900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4. 실험
4장은 AI-DASH 실험에 대한 내용이다. 4.1절에서
는 실험 환경, 4.2절은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4.1 실험환경
본 연구에서 AI-DASH 의 실험을 위해 AI-DASH
player 인 client 와 AI-DASH server, Data
storage 로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대역폭
조절을 위해 Network Simulator for Windows
Toolkit 을 사용하였다.[8] 동영상으로는 “Big Buck
Bunny” 콘텐츠를 이용하였으며 10 분 34 초다.

그림 6 학습을 하지 않은 AI-DASH 의 bitrate 선택

동영상은 총 10 가지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9]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1 과 같다.
표 1 테스트 동영상

품질 등급

프레임율(fps)

비트율(kbps)

1

30

200

2

30

400

3

30

600

4

30

800

5

30

1000

그림 7 학습한 AI-DASH 의 1000kbps Bandwidth 에서의

6

30

1500

bitrate 선택

7

30

2500

8

30

4000

9

30

8000

10

30

12000

 5. 결론 및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적응형 스트리밍 방법인 DASH 표준을
개선하여 client 내부의 절차적 알고리즘을 AIDASH server 의 딥러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해 websocket 통신을 이용하여
Dash player 인 AI-DASH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4.2 실험결과

AI-DASH server, data storage 및 실제 실험 환경을

DASH client 에서 재생된 동영상의 bitrate 를
기준으로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림 6 은 AI-

구성하였다. 실험결과 AI-DASH 를 활용하면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품질이라 판단되는

DASH 가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의 모델이고, 그림

bitrate 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7 은 약 1000set 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이다.
Network simulator 를 사용하여 1000kbps 의

DASH 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bandwidth 를 적용한 테스트 결과 학습을 하였을 때,

사사의 글

학습을 거친 모델은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

최적의 품질이라고 판단되는 bitrate 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로 input 데이터인

진흥센터의 SW 중심대학지원사업의
수행되었음” (2015-0-00912)

throughput, latency, ratio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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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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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교육 콘텐츠의 실재감과 상호작용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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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팀의 VR 교육 콘텐츠의 실재감(presence)과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콘텐츠의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를 VR 콘텐츠
실재감과 상호작용 요소를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2. 관련 연구 분석

재미)를 알아보기 위해 VR 콘텐츠에 대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VR 교육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서는
실재감을,

이해도를

위해서는

상호작용에

비중을

주제어

가상세계를

VR 교육 콘텐츠, 실재감, 상호작용, 교육효과

말하며[3],

AR(Augmented

Reality)란

2017 년 초 유행했던 포켓몬고(Pokemon Go)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의 세계에 가상으로 만든 대상을

1. 서론

적용하는 기술을 일컫는다[4].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HMD (Head
Mounted Display)기기가 개발되면서 일반인에 대한
VR 콘텐츠의 접근성이
리얼리티(Eon Reality)는

매우 높아졌다.
VR 을 활용한

이온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기존의 교육방법에 비해
2.7 배의 학습 효율과 2 배의 집중력을 나타냈다고
밝힌바 있다. 또 Google 은 Google Expedition 이라는
체험

VR(Virtual Reality)은 미국의 VPL Research 의
파운더인 자론 레니어(Jaron Lanier)에 의해 1989 년에
처음 쓰인 용어로, 기술력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적

2.1 HMD 기기의 발전과 VR/ AR 콘텐츠의 보편화

VR

콘텐츠를

발표했으며,

과거에는 전문적인 VR 기기를 활용해야만 VR 과 AR
관련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저렴한 HMD 기기 덕분에
소비자들의 VR/AR 기술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5].
대표적인 스마트폰 결합형 AR/VR HMD 기기로는
삼성 기어 VR 과 구글 카드보드가 있다. 특히 구글
카드보드는 저비용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AR/VR
콘텐츠의 보편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6].
2.2 VR 교육의 효과성

이탈리아

Immersive VR Education 사는 가상교실을 활용한 VR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1]. 국내에서도 VR 게임으로

VR
콘텐츠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는
실재감(Presence)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들 수

한문을 배우는 콘텐츠와, VR 과 AR 을 활용한 교육용

있다.

백과사전 등 교육에서의 VR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2].
본 연구는 태양계 행성에 대한 과학교육 콘텐츠의
실재감(Presence)과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에
주목한다. 초등학교 1 학년에서 중학교 2 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양계 행성에 대한 VR 교육

실재감이란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실재하는 공간 혹은
물건과 똑같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7]. VR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러한 실재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실사에 가까운 3D
모델링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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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란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적절한 자극과

본 연구는 VR 과학교육 콘텐츠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반응의 결과를 말한다[7]. VR 콘텐츠에서는 사용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조작감이 상호작용의 경험이라고 할

실재감과 상호작용이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수 있다.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국내 VR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용이성, 만족도, 착용감 변인을

(1) 연구문제
1:
VR
교육
콘텐츠의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는 어떠한가?

중심으로 VR 콘텐츠의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기도

(2) 연구문제 2: 사용자들이 느끼는 실재감과

했다[5]. 본 연구에서는 VR 교육 콘텐츠에 대한 내용
이해도, 관심도, 재미 등을 교육효과 변인으로 보고,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사용자들이 VR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실재감,

재미)와의

(3) 연구문제 3: 사용자들이 느끼는 상호작용과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재미)와의

3.1 연구대상

3.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기업의 VR/AR 콘텐츠 <VR

2017 년 5 월 25 일~ 28 일까지 일산 킨텍스 PlayX4

백과사전 태양계>이다.

행사에 참가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VR
백과사전 태양계>를 체험하게 한 후 이를 평가하는

<VR 백과사전 태양계>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실제
우주에 간 것처럼 태양계를 이루는 항성과 행성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콘텐츠로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배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HMD 기기와 VR/AR 인식

실험을 실시했다. 총 29 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했으며, VR 콘텐츠 체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응답했다.
표 1 - 실험 참가자 성별 및 학년

백과사전 책으로 구성되어, 아직 VR 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경험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1 – VR 백과사전 태양계

남자

여자

합계

초2

1

1

2

초3

1

0

1

초4

4

1

5

초5

6

2

8

초6

3

1

4

중1

4

2

6

중2

1

2

3

합계

20

9

29

표 2 – VR 콘텐츠 경험 측정 문항
종류

질문

비고

성별

선택형

학년

선택형

체험여부

선택형

기본정보

VR 체험
VR 체험 콘텐츠 종류
평소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

3.2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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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우주과학에
얼마나 관심 있었나요?
우주과학을
것이

공부하는
얼마나

다중응답
점수형
(5 점 만점)
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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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나요?

(5 점 만점)

VR 내용이 얼마나 이해
가나요?
교육효과 /
내용 이해도

태양의 탄생에 대하여
이해했나요?
수성의 크레이터가 생긴
원인을 이해했나요?

교육효과 /
재미

내용이 재미있나요?

교육효과 /
관심의 변화

태양계에 얼마나 관심이
생겼나요?

재사용 의지

다시
사용해
싶나요?

보고

VR 행성들이
진짜 같나요?

얼마나

실재감
(presence)

내가
정말
행성을
여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원하는 행성으로 쉽게
갈 수 있었나요?

상호작용
(interaction)

사용하기 쉬웠나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나요?

멀미

어지러움을 느꼈나요?

표 3 – <VR 백과사전 태양계> 교육효과 평균값 (5 점 척도)

점수형
(5 점 만점)
점수형

이해도

관심도

재미

3.94

3.90

4.66

평균

(5 점 만점)

연구팀의 VR 교육 콘텐츠를 경험한 학생들의 이해도
평균값은 3.94, 재미있다는 평가는 4.66, 태양계에 대한

점수형

관심도 평가는 3.90 으로 모두 높은 숫자를 보였다.

(5 점 만점)

특히 콘텐츠를 경험하기 전 학생들의 우주과학 학습에
대한 관심도 평균값은 2.64 의 수준이었는데, VR

점수형
(5 점 만점)
점수형

콘텐츠 경험후 관심도가 3.90 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휴먼팩트 요소과 관련해, VR 콘텐츠를 보면서

(5 점 만점)

어지러움을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 평균값은 2.38 로

선택형

크게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텐츠를 다시 사용해보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본 결과,

점수형

전체 중 69.0%의 학생들이 재사용의지를 밝혀 VR

(5 점 만점)
점수형
(5 점 만점)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4.2 실재감과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간의 상관
분석
표 4 – 실재감과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간의 상관 분석

점수형

실재감

(5 점 만점)

이해도

관심도

점수형

실재감

1.00

(5 점 만점)

이해도

.563**

1.00

관심도

.689**

.703**

1.00

재미

.722**

.463*

.743**

점수형
(5 점 만점)
점수형
(5 점 만점)

그림 2 – VR 백과사전을 활용한 실험

재미

1.00

*p<.05, **p<.01

VR 콘텐츠 실재감은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와
모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로 본
영향력
순서는
재미(.722),
이해도(.563)의 순이었다.

관심도(.689),

4.3 상호작용과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간의
상관 분석
표 5 – 상호작용과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재미)간의 상관 분석

상호작용

이해도

관심도

상호작용

1.00

이해도

.721**

1.00

관심도

.609**

.703**

1.00

재미

.568**

.463*

.743**

4. 연구결과
4.1 VR 교육 콘텐츠의 교육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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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8. Adams Becker S., Freeman, A., Giesinger Hall, C.,

VR 콘텐츠 상호작용도 교육효과(이해도, 관심도,

Cummins, M., and Yuhnke, B. (2016). NMC/CoSN
Horizon Report: 2016 K-12 Edition. Austin, Texas:

재미)와 모두 관련성이 있었으며, 상관계수로 본
영향력 순서는 실재감 요소와 조금 달리, 이해도(.721),
관심도(.609), 재미(.568) 순으로 나타났다.

5. 결론
VR 교육 콘텐츠 <VR 백과사전 태양계>는 콘텐츠
이해도, 관심도, 재미 등에서 모두 교육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우주과학 학습에 대한 관심도는 체험 전에 비해

The New Media Consortium
9. Forecast augmented (AR) and virtual reality (VR)
market size worldwide from 2016 to 2021 (in billion
U.S. dollars)
(http://www.statista.com/statistics/426276/virtualreality-revenue-forec ast-worldwide/)

크게 증가했다.
VR 콘텐츠의 주요 요소인 실재감과 상호작용은 모두
교육효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실재감은 재미와
관심도에, 상호작용은 이해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내가 정말 행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실재감의 구현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며,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인터페이스
경험은 교육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현장의 VR 교육 콘텐츠 제작도 콘텐츠 기획
목적에 따라 실재감 혹은 상호작용의 VR 요소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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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향 카메라를 이용한 시각 장애인 보행 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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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2].

장애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들
은 쉽게 하는 행동들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겪는 여러 불편함 중

약을 가지고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눈이 보이지 않

길을 걸을 때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는 시각 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해 장애물에 부딪혀
신체적 손상을 입기도 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각 장애인이 보행 중에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보행 경로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계단을

겪는 불편함 중에서 보행 시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상
황을 정의한다. 또한 카메라를 3 방향으로 설치하는

이용하는 경우’,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걷지 않는 경우’ 이 4 가지로 정의한다.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구현하여 보행 중 상황을 영상

‘보행 경로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딥 러닝

으로 인식하고 해당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
을 주는 보행 보조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분류한다.
또한 3 방향(‘정면/사선/지면’) 카메라 구조를 가지는
하드웨어로부터 측정한 영상을 가지고 장애물과의

주제어

거리를 측정한다. 그 결과를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하여 가까운 거리에 어떤 장애물이

wearable device, 음성 서비스, OpenCV, Object

존재하는지 경고한다.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Detection, 딥 러닝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계단과 발을 인식하고,
계단 위에 발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알려준다. “건널목을

1. 서 론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유무에
따라 세부 상황을 정의하고 각 세부 상황에서 안전한

전 세계 인구에서 약 3,600 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일상 생활에서 안내 텍스트를 음성
서비스를 통해 이해하거나 보행 중에 지팡이를

상황을

겪는다.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최근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촬영하여
시스템을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에서는

그

결과를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하여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개발이

판단한다.

걷지 않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한 경로와 시각 장애인이 착용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부착된 지자기 센서의 방향을 비교하여

텍스트를

이를 잉크 형식의 점자로 표현하는
제안하였고[1], ‘Be My Eyes’사는

올바른 방향을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알려준다.

시각장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정안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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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물체
감지를 하기 보다는 어떠한 물체가 있는지 어느 정도

기존 시장에는 시각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이다.

거리에 있는지를 시각 장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안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ETRI 의 ‘아이헬퍼’[3]는 모자 전면에 2 대의
카메라가
부착된
형태로,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3. 시스템 설계

인식하여 태블릿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 [그림

MIT 의 ‘Smart Cap’[4]은 모자 전면에 1 대의
카메라가
부착된
형태로,
‘Smart
Cap’은

1]과 같다

시각장애인이 외부 상황 인식을 요구할 때만 외부

3.1 하드웨어

상황을 인식을 해서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Alexa 에서 음성으로 다양한 외부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시각 장애인이 직접 착용하는 하드웨어는 3 대의
라즈베리파이가

시각

장애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잇는 특수한
상황만을

처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부착된

모자

형태를

갖는다.

라즈베리파이는 각각 정면, 사선, 지면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의 라즈베리파이마다 1 대의 카메라
모듈이

해결한다.

연결되어

있다.

지면을

향하는

라즈베리파이에는 거리 측정을 위한 초음파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모자의 꼭대기에는 사용자 방향

스마트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지팡이에
각종 기술을 결합하여 편의성을 높인 지팡이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지자기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White Eye’, 버밍엄시티대학교의
‘XploR’, 히브리대학교의 ‘EyeCane’총 3 가지
시스템이 있다[5]. ‘White Eye’는 지팡이에 부착된

3.2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초음파 센서가 주변의 물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Google STT(Speech-To-Text) API 을 이용하여

진동으로 알려줌으로써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고, ‘XploR’은 ‘White Eye’기능에 사람

음성 인식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설정하도록 한다. 목적지 설정 후, 백그라운드에서 T

얼굴 인식기능과 GPS 기능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map API 의 ‘보행자 경로 안내’로부터 얻어온 현재

그리고 'EyeCane’은 주변 물체의 인식과 빔을 통한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를 진행한다.

거리 정보를 소리와 진동을 통해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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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oogle TTS(Text-To-Speech) API 을
이용하여 보행 중에 서버에서 전송된 장애물 및 안내

반경과 지면 과의 각도(α)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수식은 (1)과 같다. 카메라의 반경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할

지면과의 각도(α)는 실험을 통하여 얻는다.

수 있도록 한다.

l = h∙tan(α), m = (h – l), n = (h2/l – h)

(1)

서버에서 계산된 거리 정보와 장애물의 분류 정보를
3.3 웹 페이지

이용하여

안내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이를 시각 장애인에게

시스템에서 분석한 결과 영상과 안내 텍스트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 페이지를 제공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시각 장애인의 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3.4 서버
라즈베리파이로부터 받아온 영상과 각 센서
모듈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로부터 특수한 상황을
판별하고 각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할 텍스트를 생성한다. 실시간 영상
수신에는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모듈을 서버에서

그림 2 장애물과의 거리 측정

확인할 수 있는 Gstreamer 를 사용하고, 수신한
영상에서 장애물 및 보행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OpenCV 의 SIFT[6]와 tensorflow 의 object

4.3 계단에서의 안전 상황 안내

detection 모델을 사용한다.

계단에서의 보행은 짧은 거리를 주기로 영상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을

처리하는

OpenCV 을 사용한다. OpenCV 의 SIFT 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현하고 데이터 학습시킨다. 학습된

4. 시스템 기능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와 테스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 둘을
비교하여 테스트 이미지에서 학습된 데이터의 위치를

4.1 장애물 인식 및 분류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Tensorflow 의 object detection 은 Faster R-

SIFT 는 이미지의 테두리를 검출하고 테두리의

CNN[7] 기반 딥 러닝 모델로 한 이미지 내의 여러

방향성을 기준으로 특징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시각장애인이
계단을
보행하기
시작할
때,

사물을 분류해내는 pre-trained 모델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장애물 중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나눠서

약 10 여 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사진을 각각
수집하고 이를 pre-trained 모델에 학습시켜 해당

이미지를 만들고 이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과 미리 학습한 발과 계단 데이터를 브루트 포스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분류한다.

기법으로 비교하여 계단과 발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계단에 발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를 판별한다.

4.2 장애물과의 거리 측정

SIFT 는 약 80 퍼센트의 정확도를 보장한다. 다만,

[그림 2]은 LOOKable 이 시각 장애인의 보행

영상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는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에 대한 결과보다는 높은 인식률을

상황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서버가 사선 (45˚) 방향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신하여 장애물을 인식하면, 초음파

가진다.

또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한다.

센서를 이용해 측정한 모자의 높이(𝒽)와 영상에서의
장애물 좌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계산 식은 카메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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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4.4 올바른 방향 안내.
시각 장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Google
TTS API 으로 구현한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정의하고 각 상황의 불편함을

목적지를 설정한다. 목적지 설정 후, 백그라운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메시지를 시각

T map API 의 ‘보행자 경로 안내’로부터 얻어온 현재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를 진행한다

향후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4 가지 상황

경로를 따라 보행하는 중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이외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안하고 이에 대한

지자기 센서 데이터와 설정한 경로의 방향 데이터를
비교하여 두 데이터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기능을 LOOKable 에 추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경량화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때의 불편함을 줄인다.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안내한다.

4.5 건널목 가이드
건널목은 신호등의 횡단보도의 유무에 따라 [표
1]와 같은 3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먼저,
서버에 수신된 시각 장애인의 보행 영상에서
횡단보도가 인식된다면, 신호등의 유무를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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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표 1]의 1,2 번)을 분류한다. 또한, 인도, 차도,

[1] 이석원, "프린터로 점자를...만질 수 있는 링크?",

인도 순의 텍스쳐가 인식될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건널목([표 1]의 3 번)로 분류한다. 1 번 건널목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

상황에서는

신호등의

색깔을

tml?idxno=61641

판단하여

[2]

어플리케이션으로 안내 텍스트를 전송하고, 음성
신호를 통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한다. 2,3 번 건널목

be

my

eyes

company,

"be

my

eyes",

http://bemyeyes.com/
[3] 윤호섭, 7-13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시각정보

상황의 경우에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시스템,

고개 좌우 회전을 요청한 후, 좌우 교통 상황을 인지해

https://itec.etri.re.kr/itec/getTechFile.do?t_idx=

안전한 상황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393, 2013
[4] Tushar Chugh, "Smart Cap: Vision for the

표 1. 건널목 상황에 따른 분류

번호

신호등

횡단보도

유무

유무

visually

impaired",

https://www.hackster.io/tushar-chugh/smart예시 상황

cap-vision-for-the-visually-impaired-ca0ea1
[5] 김보겸,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혁신, 스마트
지팡이", http://blog.lgcns.com/1020

1

O

O

[6] David G, Lowe, "Object Recognition from
Local Scale-Invariant Features", ICCV, 1999

2

X

[7] Jonathan Huang, Vivek Rathod, Chen Sun,
Menglong Zhu, Anoop Korattikara, Kevin

O

Murphy,

"Speed/accuracy

trade-offs

for

modern convolutional object detectors", CVPR,
2017
3

X

X

- 910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대화형 에이전트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용자 발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user utterance
for improving recognition error of conversational agent
최혜민
Hyuimin Choi

조광수
Kwangsu Cho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Graduate Program in Cognitive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Sci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Hyuimin91@gmail.com

Graduate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Kwangsu.cho@gmail.com
통해 인터페이스를 조작하기 따라서 사용을 위한

요약문

별다른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성능 개선을 위해 실제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같은 시각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보지

인간 사용자의 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않아도 되기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 조작이

위해 사용자의 발화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

중요하다. 효과적인 대화형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의 구어체발화에 특화된 다양한 언어

이러한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는

처리 및 언어 이해 요소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용자와

음악서비스에 한정해 사용자 발화를 수집함으로써 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확인한 것은 두가지였다. 첫째, 사용자의

대화형

의도와 발화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대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발화에 숨겨진

둘째, 사용자의 발화문을 분석하여 많은 비중을

화자의 서비스 사용 의도를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이

차지한 형태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요하다[3, 4].

사용자들은 대화형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기능 및

이를 위해 사용자의 ‘구어체’ 발화에 특화된 언어

목적과

관련된

발화하지만,

감정

직접적인
상태나

키워드로
처해진

요청문을

상황에

에이전트

설계

시

말한다[2].

사이에서
이러한

자연어
목적지향

종류가 많고 존칭과 사투리 등의 변수가 많아 언어
처리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5]. 특히

에이전트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
대화형

시스템을

에이전트

처리 및 이해 요소들이 필요하다. 구어는 표현의

따라

발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일치 발화문은
결과는

시스템

한국어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커서 수집되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다르다. 또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 따른

감정상태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높임법, 주어•서술어•목적어 등의 빈번한 생략,
띄어쓰기의 어려움으로 자연어 처리에 더 어려움이

주제어

있다[6]. 이는 효과적인 대화형 에이전트 설계에 있어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자, 발화, 대화형 인터페이스,

큰 애로 사항이다.

음성 인터페이스,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의
기능을 사용하는 의도를 설정하기 위해 과제를
제시하고,

1. 서 론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과제에

대한

사용자의

발화를

본 연구는 음악서비스에서 대화형 에이전트 상황을

대화형 에이전트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에이전트 간

각

수집하였다.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정보전달을 위해 대화라는

통해 음악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떄문에

효율적인 방식의 인터랙션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7]. 또 사용자가 음악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 의사소통 수단인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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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용 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발화를

2. 이론적 배경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음악
틀어줘”

혹은

“노래

틀어줘”와

같이

2.1 대화형 에이전트

발화하는

사용자가 많아 어떠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적절할

Luger and Sellen [12]에 따르면 개인화 가능한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8].

기술들이 사용자들의 기기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발화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자동 음성인식 기술을

결과의 분석은 발화수반력과 형태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갖춘 대화형 시스템을 대화형 에이전트라 정의하였다.

화자의

대화형 에이전트는 자연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발화의도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효과적인

에이전트

자연어 처리를 위한 에이전트의 개발을 위해, 사용자
발화의

구문분석,

의미분석,

말한다.

화용분석이

조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며 근본적인 단계가 형태소
규격화된

언어와

달리,

특성을

이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화형

에이전트는

챗봇(chatbot),

인터페이스

agent),
agent),

체화된

가상

동료(virtual

같은 기존의 정보전달 방법은 메뉴 구조나 키워드
등이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사용자-에이전트

연구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쓰임이 날로 확대되는
발화의

수단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와

음악서비스의 목적을 분류하였고, 각 기능 별로 여러

사용자

에이전트

용어들로 표현되었다[13].

이를 위해 먼저 음악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companion), 가상 도우미(virtual assistant)와 같은

수 있다.

수집하였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embodied

분석은 사용자 목적 이해의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발화데이터를

시스템을

에이전트(interface

문장의 의미에 대한 차이가 크다[10]. 따라서 형태소

제시하여

및

용어가

한국어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형태소 분석의 결과에 따라

과제를

주고받는

응답이나 정보 전달의 표현 수단이나 시대에 따라 그

분석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영어, 불어
태변동이

정보를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요하지만[9], 우선 에이전트가 자연어를 이해할 수

등

사이에서

상호작용으로 기존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복잡한

데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대화형

기여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 음악서비스에서

에이전트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것을

대화형 에이전트를 설계할 시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

알 수 있다[1]. 특히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을 때,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필러링이나 탐색을 수행하고, 여러 번의 페이지 전환
이상이 요구되는 복잡한 요청을 설계할 때 대화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14].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 음악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음악 서비스의 경우 라디오 방식이 주를 이루는
해외

음악서비스와는

다르게

2.2 발화수반력

하이브리드

발화할 때 수행되는 행동은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방식(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의 혼합)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

기능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기

발화효과행위로 구성된다[15]. 일반적으로 대화를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또 다른 발화나

음악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목적은 선행연구[11]를

행동으로

바탕으로 대화형 에이전트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능동적인

추천이

가능한

반응한다.

Austin

[15]에

따르면

발화수반행위는 발화행위에 수반되는 의도를 말한다.

대화형

발화수반행위는 화자가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재생 및 제어, 추천,

목적이기

정보검색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때문에

발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후 동일한 명제의 내용을 갖춘

위와 같은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목적별

발화이더라도, 다른 발화수반력(발화의도)를 담고

발화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발화를 파악하고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6].

한다.

발화수반력은 발화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실제 대화상황에서는 표면적 형식과 실제
화자의 의도되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발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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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청자가 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를 실험 참가자로

이해할 때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성립한다[17].

선정하였다. 2016 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20 대 64%,

같은 언어 형식이라도, 특정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에

30 대 44%로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따라 발화수반력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40 대와 50 대는 각각 15%, 12%였으며 60 대

표면적 의도만을 보고 발화수반력을 파악하는 것은

이상에서는 5%에 그쳤다. 중장년 층 보다 젊은

오류를 생성하고, 대화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층에서

작용한다[18].

음악 서비스 사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 서비스에 대한 발화문을 수집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 본 20 ~ 30 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2.3 음성인식

진행하였다. 참가자 인원은 필요한 발화데이터를

대화형 에이전트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실험 도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단계는 전처리 과정으로써 인간이 발화하는 언어를

과반수의

기계적으로 분석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화형

전처리

과정은

답변을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요청

나타나거나,

불가한 경우의 예기치 못한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한,
총 131 명의 참가자 데이터가 본 분석에 활용되었다.

제공한다.

발화의

영어표현이

못한 경우, 음성이 또렷하게 녹음되지 않아 전사가

정보만을 추출하고 답변 매칭 과정에서 의미를
적절한

응답에서

STT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이 제대로 텍스트화되지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입력 발화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유용한
분석하여

음악

참가자(남: 72 명, 여: 59 명)들의 평균 나이는

의미를

27.72(SD=4.70)이었다.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 대표적으로

참가자

모집은

온라인

게시판의 모집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나 단어의 형태소

참가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한국어

정보, 문장 의 문형 및 파싱트리 등을 이 과정에서

발화와 청각, 시각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자로

추출하여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질의 분석

선정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표준어를 구사하며,

과정으로 전달한다.

자발적으로 실험 참가에 동의하였다.

음성인식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프롬프트,

인식문법,
3.2 실험설계 및 절차

대화로직이다[19, 20]. 대화형 에이전트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과제는

해야 한다. 인식문법은 사용자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에 사전에 준비된 과제가 적힌 이미지가

가공으로 음성인식에 필요한 음향모델, 언어모델,

제시되었다.

대화모델 등의 지식베이스를 구축한다[21].

분류하였으며, 각 기능에는 총 5 가지의 과제가

사용자의

인식문법을

있었다. 각 과제는 5 번씩 반복되어 제시되었다. 같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과

응답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과제의 순서는 무선

발화를

바탕으로

음성

1024*768

pixel

음악서비스의

크기

100%로

기능을

3

24inch
가지로

언어를 산출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방법은 형태소

할당되어 제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가 제시되는

분석이다[20].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 발화하도록 하였다.

방법은 형태소 분석이다. 한국어와 같이 여러 개의

실험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실험실에서 약 50 분

형태소가 한 단어를 이루는 언어는 단어를 구성하는

정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실험실로 인도되어 실험

형태소들을

중요하다[22].

주제에 대한 안내를 듣고 실험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언어의 의미가 어순보다 어미와 형태소에 의해

작성하였다. 그 후 참가자는 실험실에 준비된 자리에

결정되는

분리하는
한국어는

것이

매우

형태소

분석이

구문분석과

편하게 앉아 구체적인 실험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미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들었다. 실험 진행자는 음악서비스의의 주요 기능을

3.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고, 가상의 대화형 에이전트가
탑재된 음성인식 디바이스에 대화형태로 자유롭게

3.1 참가자
본

연구는

과제 수행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최대한
음악서비스

사용

맥락에서

실제 사용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을 안내받았다.

대화형

참가자들은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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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였으며,

실험자는

참가자가

실험에

대해

영어표현, 접미사, 감탄사 등의 형태소가 있었다.
이는 자유 발화를 바탕으로 한 대화형 에이전트의
설계에서 형태소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우선
순위로 활용 가능하다.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구두로 확인하였다. 연습 시행
이후 바로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0.5 초 동안 ‘+’로 표시된 응시점을
응시한다. 이후 과제가 적힌 자극을 참가자가 충분히

체언(N)은 재생 및 제어 기능에서 다른 두 기능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3].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잠깐’, ‘멈춰’, ‘음악’, ‘재생’과 같이 문장
단위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한 명령 단어로
요청하였다. 이 결과는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체언의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천과 정보검색 기능에서는 체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하는 체언에
부사의 자격을 주어 의미를 부여하는 부사격
조사의 쓰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 체언의 역할은 조사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24]. 따라서 추천과 정보검색의
기능에서는 조사의 세분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지할 수 있도록 제한 시간없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과제를 마친 후 참가자가 키보드 입력을 해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참가자 당
75 회의 시행이 진행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25 회의
시행을 한 후 1 분간 휴식하였다. 모든 시행이 종료된
후 피험자는 10,000 원을 지급받고 실험실에서
퇴실하였다.
실험자는 참가자의 발화를 STT(Speech – to Text)를 활용하여 통해 텍스트화하였다. 실시간으로
텍스트화된 실험 참가자의 발화문은 실험일로부터
2-3 일 이내에 실험자에 의해 오타 수정과 잘못된
표기 수정이 이루어졌다.

용언(V)은 재생 및 제어 기능에서 다른 두 기능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생 및 제어 기능에서
주로 체언만을 사용하여 짧은 요청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보검색 기능에서
용언이 가장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발화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참가자들이 원하는
목적을 탐색하기 위해 주어 동사가 비교적 명확한
발화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4. 결과 및 논의
대화형 에이전트는 구어적 표현, 비형식적 표현,
방언과 같은 표현이 쓰이기 쉬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발화를 잘 이해하고 응답하는 대화형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사용자의 발화를 수집,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의 발화를 살펴 본 결과, 발화수반력과
목적이 일치한 발화는 대체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의 주요 키워드(예: 음악, 재생, 정지 등)가
포함되거나, 유의어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적인
발화수반력과
의도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발라드 장르에서
추천을 받을 때 ‘나 우울해’라고 발화한 것처럼
주로 개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며, 추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음악을
잠시
멈추는
과제에서
‘누구
왔다’라고
발화함으로써 음악을 청취하는 중 누군가 화자가
응대해야 할 대상이 왔기 때문에 음악을 시
멈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발화의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화형 에이전트
설계 시, 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과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고려하여 언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 및 부사를 살펴보면 정보검색 기능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관형사보다 일반 부사의 사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사의 고유한 기능은
수식 및 한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발화문에 특정한 제한을
두고 대화형 에이전트를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5]. 또 추천 기능에서 체언 앞에서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품사 관형사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6]. 이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관형사 라이브러리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자가 사용 시
어떠한 말로써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사용자의 실제 발화데이터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 발생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수집한 후,
발화의도를 파악하여 감정상태나 상황에 따라
발화의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 설계 시, 서비스가 사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언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전체 발화문에서 형태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전체 발화에서 체언(N)이 차지하는
비중은 35.75%, 용언(V)은 21.02%, 관형사(MD)
및 부사(MA)는 3.49%, 조사(J)는 5.14%로
나타났으며, 어미(E)는 25.60%였다. 이 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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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화패턴을 알아보아 실제 대화형 에이전트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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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마커의 가려짐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요약문
본 논문은 다중 ArUco 마커를 활용하여, 카메라
의 영상이 빠르게 변화 하거나 일부 마커가 가려
질 때에 안정적으로 물체를 증강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한다. 검출된 ArUco 마커를 사용하여 절
대 좌표에 대응하는 가상 3차원 공간상의 카메라
자세를 추정한다. 또한, 추정된 카메라 자세를 기

존재한다. 또한 단일 마커를 한 꼭지점으로 사용
하여 <그림 1>과 같이 다중 마커를 만드는 방법
을 제시한다 [5]. 이 경우 가려짐에는 강인하지만
마커 검출 단계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
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의 개선방안을 본 논
문은 제안한다.

반으로 가상의 객체를 사실적으로 증강한다. 기

2.1절 에서는 마커를 검출하고 대응하는 마커의

존의 ArUco 마커를 이용한 위치인식에 속도와

ID와 4개의 코너점을 추출하는 과정을 다룬다.

시야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본

2.2절에는 ArUco 마커를 검출하고 다중으로 마

논문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물체를 증강하는 시

커가 검출되었을 때, 그 중 하나의 마커만을 선

스템을 제시한다.

택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2.3절에서는 마커를
통해 자신의 R|T(회전변환과 평행이동 정보) 값

주제어

을 계산하고, 그 값으로 물체를 증강 혹은 가상
의 3D공간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R|T

다중 마커, ArUco, Unity, R|T, Camera pose

1

값을 얻어내기 위한 solvePnP(solve perspective-

서론

n-problem)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2.4절은

AR(Augumented Reality)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져가고 있어, AR 분야의 성장속도 대비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하다. 현재
시장에서 AR 콘텐츠는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안

2.3절 에서 추출한 R|T 값을 통해 가상 3D공간
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구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Unity를 통
한 가상의 3D공간과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하
는 방법을 다룬다.

카메라만을 사용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OpenCV contrib 모듈에서 제공하는 ArUco
마커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의 위치에 대응하는
3D 공간 속 위치를 파악한다. 마커 기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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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로 간주한다[8]. 이때, 테두리 영역에서 격자
가 흰색으로 간주되면 마커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얻어진 마커의 격자에 대응하는 비트 행
렬을 만들어 ArUco 마커에 저장된 data 집합으
로부터 아래 <그림 4>와 같이 대응하는 마커를
추출한다.

그림 1. 가려짐에 강인한 멀티 마커

2

본론
2.1

영상 기반 마커 검출

본 논문에서는 마커의 ID가 저장된 data 집합

그림 3. 마커 격자와 대응하는 비트 행렬

을 ArUco 마커 모듈로부터 가져와, 마커를 검출
한다. 검출된 마커의 데이터는 마커의 ID와 4개
의 코너점으로 구성된다.
영상 기반 마커 검출에 대한 프로세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4. 추출된 마커와 ID

2.2

마커 선택

본 시스템에서는 마커를 기반으로 월드좌표계에
서 사용자의 시점에 해당하는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추출 한다. 이 때, 마커의 가려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 ArUco 마커를 이용한다.
다중 ArUco 마커를 사용할 시 하나의 마커가 가
려져도 화면상에 잡히는 여러 개의 마커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때 여러 개의 마
커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모두 계산할 필요는 없
으므로 <그림 6>과 같이 마커가 다중으로 나타
났을 때, <그림 5>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마커
를 검출한다.

그림 2. 마커 검출 개요도

단안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영상에서 ArUco 마커

이진화된 영상을 추출해내고, 이진 영상으로부터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dictionary에 해당하는 모

윤곽선 검출을 통해 마커를 둘러싸는 사각형을

든 마커를 검출한다. 검출한 마커의 대각선 길이

추출한다.

perspective

를 계산하여 가장 긴 길이를 가지는 마커로 영상

transform을 사용하여 정면에서 바라본 사각형으

을 처리한다.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긴 마커가

로 변환 후 이진화된 이미지를 격자로 분할한다.

현재 프레임에서 검출되지 않는 순간 나머지 마

<그림 3>과 같이 분할된 이미지에서 각 격자에

커 중 다시 가장 긴 마커를 검출하여 같은 내용

흰색 픽셀의 개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흰색

을 반복한다. <그림 6>의 오른쪽에서는 검출된

추출해낸

사각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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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중 가장 긴 마커를 기반 물체를 증강하였다.
<그림 6>의 왼쪽은 검출한 마커가 사라졌을 때,
나머지 마커로 물체를 증강함을 보여준다.

그림 8. 3D 월드좌표계의 점 ABC와 이미지 좌표계의
점 uvw의 매칭
그림 5. 마커 선택 개요도

2.4

카메라 위치와 자세 구하기

입력 영상으로부터 solvePnP를 사용하면 3D 월
드좌표를 3D카메라좌표로 변환시키는 정보(rvec,
tvec)를 반환한다. 반환된 회전변환과 평행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3D월드좌표에서 카메라의 위치
와 자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실제 회전변환
행렬은 회전변환에 대한 Rodrigues표현이다. 따

그림 6. 마커 선택 및 증강

2.3

라서, Rodrigues표현을 회전변환에 대한 행렬로

solvePnP

변환한다.

opencv에서

제공하는

solvePnP (solve Perspective-n-Problem) 는 카메

opencvForUnity의

라를 통해서 받아온 영상에서 3D 월드좌표계 안

module에서

에 있는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알아낼 때

estimatePoseSingleMarkers에서는 계산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그림 8>과 같이 이

회전변환과 평행이동 정보를 반환한다.

미지 좌표계 안에 있는 2D 점과 월드좌표계 안
에 있는 3D 점의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1]. 이 기술에 필요한 인자는 이미지 좌표계
의 2D 점 4개와 월드좌표계의 3D 점 4개, 그리
고

해당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intrinsic

parameter)와 왜곡계수(distortion coefficient)가
필요하다.

ArUco

solvePnP와

marker

contrib
제공하는

카메라의 위치는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P에 대
한 월드좌표를 Pw = (Xw, Yw, Zw)라 하고 이
점에 대해 카메라 좌표계에서 대응 하는 좌표를
Pc = (Xc, Yc, Zc)라 하면, 반환 받은 회전변환,
평행이동 정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서
로 변환 가능 하다.

𝑃𝑃𝑐𝑐 = 𝑅𝑅𝑃𝑃𝑤𝑤 + 𝑇𝑇

𝑃𝑃𝑤𝑤 = 𝑅𝑅 −1 (𝑃𝑃𝑐𝑐 − 𝑇𝑇)
수식 1.

이 때, 월드좌표계에서 카메라의 3D위치는 카메
라 좌표계의 원점에 대응하는 점이므로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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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동 정보를 통해 월드좌표계에서 카메라의

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

위치와 자세 정보를 추출한다.

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𝑝𝑝𝑝𝑝𝑝𝑝 = 𝑅𝑅 −1 (0 − 𝑇𝑇) = −𝑅𝑅 −1 𝑇𝑇
수식 2.

카메라의 자세 정보는 <그림 2>와 같이 pan,
tilt, roll의 값으로 구성된다. 카메라 좌표계에서
렌즈가 바라보는 광학축의 방향은 Zc축이다. 따
라서, 광학축 벡터 Zc = (0, 0, 1)에 위치 변환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해당하는 월드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평행이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𝑍𝑍𝑤𝑤 = 𝑅𝑅 −1 𝑍𝑍𝑐𝑐 = [𝑍𝑍𝑥𝑥 𝑍𝑍𝑦𝑦 𝑍𝑍𝑧𝑧 ]𝑇𝑇

그림 9. Pan, Tilt, Roll

수식 3.

2.5

이렇게 도출된 광학축의의 월드좌표를 Zw =
(Zx, Zy, Zz)라고 하면, 카메라의 pan, tilt의 값
을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3].

𝜃𝜃𝑝𝑝𝑝𝑝𝑝𝑝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2�𝑍𝑍𝑦𝑦 , 𝑍𝑍𝑥𝑥 � −

마커 기반 상호작용

Unity를 이용한 가상의 3D 공간과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𝜋𝜋
2

ArUco 마커가 있는 영상을 통해서 3D 공간에
있는 카메라의 R|T 값(위치 값과 자세 값)을 구
한다. 그 R|T 값을 가지고 그 카메라의 월드좌

𝜃𝜃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2 �𝑍𝑍𝑦𝑦 , �𝑍𝑍𝑥𝑥2 + 𝑍𝑍𝑦𝑦2 �

표계 상의 위치(Camera pose) – X, Y, Z값 을
구할 수 있다.

수식 4.

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𝑝𝑝𝑝𝑝𝑝𝑝 = −𝑅𝑅 −1 𝑇𝑇

Roll 값은 광학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Xc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카메라 좌표계의 Xc

수식 6.

축 벡터 값은 Xc = (1, 0, 0)이므로, 이에 대응하
는 월드좌표계의 벡터는 Xw = (Xx, Xy, Xz)이다.

그런 다음, Unity 상에서의 3D가상공간과 현실세

이때, 월드좌표계의 Xw축을 Z축을 기준으로 θ

계의 거리비율을 조절하여 서로 대응되게 만든다.

pan 만큼 회전시킨 Xpan 사이의 회전각으로 계

현실 세계의 카메라에 대응되는 객체를 가상공간

산된다. 즉, 다음 식을 통해 계산 가능하다.

상에 생성하고 그 객체를 축소 비율에 맞게 조절

𝑋𝑋𝑤𝑤 = 𝑅𝑅

−1

𝑋𝑋𝑐𝑐 = [𝑋𝑋𝑥𝑥 , 𝑋𝑋𝑦𝑦 , 𝑋𝑋𝑧𝑧 ]

하여 위치시킨다. 그 결과, 현실세계에서 카메라

𝑇𝑇

의 움직임을 Unity상의 가상공간의 객체를 통하
여서 가상공간 안에서 그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

𝑋𝑋𝑝𝑝𝑝𝑝𝑝𝑝 = [cos(𝜃𝜃𝑝𝑝𝑝𝑝𝑝𝑝 ) , sin(𝜃𝜃𝑝𝑝𝑝𝑝𝑝𝑝 ) , 0]𝑇𝑇

할 수 있다.

𝑋𝑋𝑤𝑤 ∙ 𝑋𝑋𝑝𝑝𝑝𝑝𝑝𝑝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𝑋𝑋𝑧𝑧 ) cos−1 �
�
‖𝑋𝑋𝑤𝑤 ‖ �𝑋𝑋𝑝𝑝𝑝𝑝𝑝𝑝 �
수식 5.

따라서,
marker

opencv나

opencvForUnity의

module에서

ArUco

제공해주는

estimatePoseSingleMarkes로 반환된 회전변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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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3P (Perspective-Three-Point) Principle
http://iplimage.com/blog/p3p-perspective-pointoverview/
[2] 김수빈, 배드로, 이상준, 백다빈, 황성수, “A Study
on Providing Resource-efficient Information Interface
Utilizing Augmented Reality.” 한국 HCI 학회 학술대
회, 657-660. 2017.2
[3] 3D좌표계 변환 방법 (예: 월드좌표계 – 카메라 좌
표계) http://darkpgmr.tistory.com/84
[4] 이아현, 이재영, 이석한, 최종수 “마커 기반 증강
현실을 위한 마커 위치 추정 기법” 대한전자공학회 학
술대회, 2016.6, 1511-1514
[5] 김학희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Multi-Marcker에
관한
그림 10. 마커를 통한 카메라 위치와 시점 변환

3

기법”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5(11),

2010.11, 109-116
[6] 강선경, 이상절, 정성태 “사각형 마커 검출 및 인

결론

식 시스템 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1(4),

본 논문에서는 다중 ArUco 마커를 이용하여 카

2006.9, 97-107

메라의 영상이 빠르게 변화 하였을 때, 혹은 일

[7] 김현지, 정재윤, 장형석, 김영헌, 고성제 “증강현실

부 마커가 가려질 때, 안정적으로 물체를 증강하

에서 지연 현상 없는 떨림 개선 알고리즘” 대한전자공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ArUco

학회 학술대회,746-749

마커와 단안 카메라만 있으면 물체를 증강할 수

[8] ArUco Marker Detection 구현 및 Pse Estimation

있다.

http://webnautes.tistory.com/1040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 마커 기반
방법은 가려짐에는 강인하지만, marker detection
에서 많은 마커를 검출해야 하므로 마커 검출 시
간이 길다. 속도와 가려짐 문제에 대한 개선 방
안으로 제시하며 마커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을
제안한다. 향후 증강된 이미지의 흔들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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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생활공간의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도록 실내공간에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활공간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분석하여, 실내행위에
따른 실내공간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평소 자동차 탑승 시 필요로 했던

바라보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도록 실내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분석하여, 실내행위에

실내행위에

소비자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실내공간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실내행위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따른 실내공간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상시 주행 상황에서 필요했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분석

대한

행위를
결과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를 바탕으로 실내공간
설계 방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주제어

이상(미국자동차기술협회)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입 없이 스스로 완벽하게 운전이 가능한 4 단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자 행위, 실내공간, 설계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개발 시 연구방법상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1. 서 론

본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는

실내공간의

변화

예측이

어려운

2020 년 이후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완전 자율주행

시점이라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다

자동차는 시공간의 확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연장된
생활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있다[1,2].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체와 실내공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디자인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3], 그
중 실내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될

같다. 첫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범위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4]. 그러나 실내공간의

주다영, 2018)를 참고하였다. 둘째, 이를 통해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선정하기 위해 실내행위를 도출한 선행연구(권주영,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과
실내행위와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국내

밀접한

접점이

연구는

매우

설문대상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있는

내용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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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내용

표 2.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

항목

설문조사 내용

특성분류

발생 가능한 사용자 행위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업무 및 학습

개인업무 / 학습 / 독서

실내행위에 대한

단순이동 외 행위 의도 여부,

개인/가정

외모관리(화장,옷갈아입기 등) /

전반적 인식

단순 이동 외 필요한 실내행위

관리

가족돌보기(아이돌보기 등) /

실내행위 우선순위,

의료서비스 받기 /
애완 동식물 돌보기 / 식사 및 간식 /
정리정돈(수납 등) / 청소(쓰레기
버리기, 청소기 사용 등)

설문조사는 운전 경험이 있으면서, 수도주행에서
운전 주행 방법을 학습한 대상자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7 년 9 월 2 주간 진행되었다. 총
116

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휴식

명상 및 사색 / 드라이브 및 관광 /
수면 및 휴식

취미 및 사교

대면교제 및 놀이 /

화상, 음성통화 등의 교제 /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지원을

음악 감상 / TV 및 영화 시청 /

위해 평소 주행 시에 필요했던 실내행위를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완전 자율주행

인터넷 사용(쇼핑 등) / 유흥(음주
등) / 게임, 운동

자동차 실내공간 설계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접근한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표 3. 설문대상자 일반적 사항

의미가 있다.

n=116

내용
성별

2.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행위
본 연구는 소비자 대상으로 평소 주행 시 필요로 했던
실내행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를 18 건의

연령

빈도

%

남

56

48.3

여

60

51.7

소계

116

100.0

20 대

23

19.8

미래자동차 콘셉트 사례와 11 편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자 경험 및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30 대

27

23.3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

40 대

22

19.0

자동차는 생활공간으로 정의되므로, 일상생활 행위에
대해
조사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14)를

50 대

22

19.0

참고하여 실내행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60 대 이상

22

19.0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는 총
21 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사한 속성을 지닌 행위로

소계

116

100.0

분류하여 4 개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표 2).
3.2 평소 주행 시 행위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조사 결과

116 명의 설문응답자의 평소 주행 시 행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4. 그림 1 과 같다.

3.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결과, 평소 주행 시 단순이동 목적 외 하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를

싶었던 실내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
83 명(71.6%), ‘없다’ 33 명(28.4%)으로 나타나

지원하는 실내공간 설계를 위해서는 평상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로 했던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분 자동차로 이동할 때 이동시간을 확보하고자

설문대상자의 평소 주행 시 실내행위에 대한 전반적

하는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 시장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앞으로

상용화

된다면

시공간의

자유로

인한

다음의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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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 실내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표 4. 평소 주행 시 행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내용
단순 이동
외
행위의도
단순 이동
외 필요한
실내행위*

n=116

빈도

%

있다

83

71.6

없다

33

28.4

소계

116

100.0

개인업무

35

8.5

학습

17

4.1

독서

25

6.1

외모관리

14

3.4

가족돌보기

12

2.9

의료서비스

5

1.2

애완 동식물 돌보기

7

1.7

17

식사 및 간식

22

5.3

14
명(3.4%),
‘가족돌보기(아이돌보기
등)’
12 명(2.9%), ‘게임’ 12 명(2.9%), ‘정리정돈(수납

정리정돈

11

2.7

등)’ 11 명(2.7%), ‘운동’ 8 명(1.9%), ‘애완 동식물

청소

5

1.2

명상/사색

20

4.9

돌보기’ 7 명(1.7%), ‘의료서비스 받기’ 5 명(1.2%),
‘청소’ 5 명(1.2%), ‘대면교제 및 놀이’ 3 명(0.7%),

수면 및 휴식

64

15.5

대면교제 및 놀이

3

0.7

화상/음성 등의 교제

24

5.8

음악감상

43

10.4

TV 및 영화 시청

51

12.4

인터넷 사용(쇼핑 등)

33

8.0

사교’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유흥(음주 등)

1

0.2

표 5.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행위 우선순위

게임

12

2.9

우선순위

실내행위 분류

운동

8

1.9

1 순위

휴식

소계

412

100.0

2 순위

업무 및 학습

3 순위

개인/가정관리

4 순위

취미 및 사교

그림 1 평소 주행 시 필요한 행위

‘개인업무’ 35 명(8.5%), ‘인터넷 사용(쇼핑 등)’
33
명(8.0%),
‘독서’
25
명(6.1%),
‘화상/음성/문자/메일 교제’ 24 명(5.8%), ‘식사 및
간식’ 22 명(5.3%), ‘명상/사색’ 20 명(4.9%), ‘학습’
명(4.1%),

‘외모관리(화장,

옷갈아입기)’

‘유흥’ 1 명(0.2%) 순으로 나타났다(표 4).
20 가지의 실내행위를 유사한 행위 특성별로
분류하고, 또한 실내공간 구성에 있어 비슷한 배치 및
구성 특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분류하여 ‘업무 및
학습’, ‘가정 및 개인관리’, ‘휴식’, ‘취미 및 사교’
4 가지 행위로 분류하였으며(권주영, 주다영, 2018),
4 가지 실내행위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휴식’, ‘업무 및 학습’, ‘가정 및 개인관리’, ‘취미 및

*복수응답

평소 주행 시 단순이동 목적 외 하고 싶었던 행위가
있는 설문대상자 83 명을 대상으로 필요했던 행위를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동주행 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면 및 휴식’ 64 명(15.5%), ‘TV 및

얻은 것으로, 평소 수동주행 시에 필요한 행위를

영화시청’ 51 명(12.4%), ‘음악감상’ 43 명 (10.4%),

도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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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을 설계한다면 향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경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4. 결론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활공간의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를
통해 행위 지원을 위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역할에 적합하도록 실내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공간 설계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내행위를 분석하여, 실내행위에 따른 실내공간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상시
주행 상황에서 필요했던 행위를 설문조사를 통해

3.3 행위 지원을 위한 실내공간 설계 방안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를 바탕으로 실내공간 설계 방안을 새로운

본 연구 결과와 18 개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한 행위 지원을 위한 실내공간

시각으로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설계 방안 내용은 다음의 표 6 과 같다.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로 이동할 때 이동시간을

표 6.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사 및

행위 특성

실내공간 설계 핵심 요소

업무 및 학습

업무 효율성 높이는 시트

분석하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공간

인간공학적 테이블

설계 시 ‘수면 및 휴식’, ‘TV/영화시청’ ,’음악감상’

서류/책수납공간 방음기능

행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유아 시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용자 경험을

편의장치(냉장고, 청소기 등),

통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어야 할 행위가

화장대 및 수납, 신발 장 및 옷장
릴렉스 시트 및 풋레스트,

무엇인지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방음기능, 자극 없는 조명

도출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가정관리

휴식

회전
시트,
충분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좌석별 사운드 디자인

취미 및 사교

사사의글

콘셉트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서
높은 필요성을 보인 ‘수면 및 휴식’은 Nio 의

이

Eve(2017), Rinspeed 의 XchangeE(2014) 등 자동차
제조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로,

재원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수면이나 휴식을 위해 편리하고 자세 변형이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및 인터랙션 개발).

릴렉스 시트를 활용하여 적용하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TV 및

이

연구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연구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R2017030009,
2017

년도

차세대

이동공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

지원에

및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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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TV screen desig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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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송은

주제어
시간성을

동반하는

경험재이고

한

번

TV, bug, Network design, DOG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방송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
이에 버그는 시청자들을 채널의 정보를 얻고 다른

1. 서론

채널 시청 후에도 손쉽게 이전 채널로 돌아가는

우리는 리모컨을 들고 수많은 채널들을 돌리다가

채구매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버그는
시청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디자인 형태인만큼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떠 있는 그래픽을 보고 어떤
채널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TV
화면 좌우/상하단에 워드 마크나 심벌 형태로

네트워크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버그의 형태
중에서, 위치(상하좌우), 크기, 색, 움직임의 차이가

존재하여 시청자들에게 채널 브랜드를 즉각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 채널 로고를
버그(Bug)라고 하며 디지털 온 스크린 그래픽(DOG

시청자들의 채널 재점유(구매)율에 어떠한 관계를
미치는지 측정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채널의
경우, (가설)우상단 채널 로고 아래, 채널 로고 크기,

Digital On-screen Graphic)이라고도 한다[1].
현재 버그는 채널을 나타내는 채널 버그뿐만 아니라,
채널의 정보를 고지하는 버그들이 많이 나타나고

채널 로고색, 움직임이 있을 때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있다. 이에 각 채널의 버그들은 치열한 시청률 경쟁
속에 정보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추가되면서 그

ABSTRACT

역할과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다. 버그는 그 이름과
같이 TV 화면에 붙어 있는 벌레처럼 작은 크기이지만

The broadcasting company wants to earn as much
profit as possible in the limited broadcast time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각인 시기
크는 효과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because it is time to experience the timeconsuming experience. This can be seen as having
the audience pick up the viewer's information and

버그는 화면의 일정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고정되어

increase the rate of return to the previous channel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채널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식적인 부분에만

노출되지만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easily after the other channel viewing. It is clear
that Bug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in the

너무 치우치다 보면 채널 고지라는 본래의 역할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network design, as it is the most prominent design
form for viewer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location (i.e., vertical), size, color, and motion of a
competitor

was

measured

to

measure

하지만 최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존재하는
버그에서는 시각적 역할이 확대되며 디자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ewer's reposition rate
(purchase) ratios of the viewer.

수많은

채널

속에서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중요해지면서 채널 브랜딩 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채널 브랜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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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grid

크기와 최적의 시청거리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system)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작용하며, 더 효과적인 그리드 시스템(레이아웃

화면

그리드

시스템(screen

실험 참가들의 시선의 움직임을 촬영해 행동
데이터로 분석 측정하였다. 3 가지 타입의 버그와

배치 및 움직임, 크기 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3 종류의 영상을 통해 3 의 배수로 참가자 평가

수준이다.

실험을 통해 각 버그 타입별로 영상과 순서를 고르게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른 채널에 비해 정보성을
고지하는 버그가 수많은 스포츠 채널에서 버그의
형태에 따라 시청자의 채널 재점유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측정 평가하였다.
버그는 시청자들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형태이니만큼
버그의 형태가 시청자들의 채널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채널
정체성(identity)의 방향을 제공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 영역에서
시청자들의 재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버그 디자인에
관한 기준들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버그의 타입(3 종)인 독립변수로 영상
퀴즈의 정답 여부, 버그 퀴즈 정답 여부, 버그로
시선이 간 시간(초), 버그에 시선이 머문 총 시간(초)
등의

측정치들(종속변수)의

사용자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버그 종류 3 종은 다음과 같다:
버그 타입 A. 우측상단 채널 로고 아래 경기
대진정보와 시간고지가 포함된 형태
버그 타입 B. 우측상단 채널 로고 좌측 경기
대진정보와 시간고지가 포함된 버그 A 보다
단순화된 형태
버그 타입 C. 우측하단 날짜정보 고지가 포함된

그림 1. 구성요소의 조건들이 있는 화면
(위에서 아래로, A, B, C 타입 버그)

형태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TV 화면 디자인 요소인 버그 타입에 따라
채널 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주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

표 1. 참가자별 평가실험 진행 순서표 예시

가설 2. TV 화면 디자인 요소인 버그 타입에 따라
채널 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기억 반응에 차이가 있다.
평가 측정은 실험을 통해 스포츠 채널을 평균 3 시간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는 20~60 대 남녀 총 9 명(남성
3 명, 여성 6 명, 평균 36.6 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가 측정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TV 시청 중에 참가자들은 3 분간 각각의 수준에 따라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평가는 일정한 화면의

설정된 화면을 모두 본 후, 한 번의 시청이 종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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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영상 내용 문제를 풀고, 각 영상의 버그

14

내용에 관한 퀴즈는 3 개의 영상을 모두 본 후에
한꺼번에 퀴즈를 진행하였다.

시선머문시간(초)
10.1

12
10

3. 결과 및 분석

8

평가 결과에 따르면, TV 화면 시청중 버그를 향한
최초 시선 이동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3 가지 버그

6

타입별로

통계적

차이는

35

시선이동시간(초)

28.6

6.0

4

유의미하지

않았다(F(2,16)=0.832, p=.453; 그림 2 참조).
40

6.4

2
0
Bug_type_A

29.9

Bug_type_B

Bug_type_C

그림 3. 버그 타입별로 버그에 머문 시선의 총 시간 분석
결과 그래프

30
23.0

25
20

그러나, 시청중인 TV 프로그램 내용이나 제시된

15

버그의 정보내용에 대한 기억 반응에서는 오히려

10

우측상단의 기본적인 버그 타입이 다른 버그
타입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버그의

5

형태나 배치가 익숙한 만큼, 주의 효과가 내용적인

0
Bug_type_A

Bug_type_B

의미처리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형태나 위치에 제시되는 버그의

Bug_type_C

신선함이 시청자들의 의미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그림 2. 버그 타입별로 버그를 향한 최초 시선 이동에 걸린
시간 분석 결과 그래프

해석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100

그러나, TV 화면 시청중 버그에 시선이 머문 총

90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3 가지 버그 타입에

80

따른

70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16)=3.575, p=.052; 그림 3 참조). 특히 이러한
차이는 버그 타입 A 와 B 사이에서 나타났다(p=.024).

60

이러한 결과는 TV 화면 디자인 요소 중 정보 고지가

40

있거나 익숙한 위치에 배치되는 버그가 시청자들의
주의를 더 이끌어내어 채널을 다시 선택하는데

30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10

버그의 형태 상대적으로
부근에서 보다 재선택에

기억율(TV & Bug 내용 동시 기억, %)

56

44

50

22

20
0

역시 우측상단 채널
영향을 주는 것으로

Bug_type_A

판단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TV 채널 등에서 버그

Bug_type_B

Bug_type_C

그림 4. 버그 타입별로 시청중인 TV 내용과 버그 정보
내용에 대한 기억 성공율 분석 결과 그래프

사용을 우측상단 버그 하단에 위치하여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함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버그의 형태와 위치가 시청자들의
채널 재점유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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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청자는 버그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측상단 채널 로고
좌측일 때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제작되고 있는
버그들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버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작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채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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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선행연구에 따르면 1 인칭 시점이 주는 몰입감이
3 인칭 시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시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가진 디지털 게임의
영역에서도 1 인칭 시점에 머물러있는 VR 게임
콘텐츠들의 한계에 대해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VR 게임에서의
시점(1 인칭, 3 인칭)과 햅틱 피드백이 가져다 주는
게임의 몰입감과 현존감 및 재미의 차이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게임의
시점은 3 인칭일 때보다 1 인칭일 때, 햅틱
피드백이 제시될 때 몰입감과 현존감 및 재미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VR 환경과
게임 시점 간의 상호작용은 발견할 수 없었고, 각
독립변인의 주효 과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VR 게임들은 1 인칭을 시점으로
하여 햅틱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게임 시점과 VR 환경이 무관한 점,
1 인칭 게임보다는 3 인칭 게임이 더 인기를 끄는
점 등 을 빌어 VR 에서의 3 인칭 게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중에는 1 인칭보다 3 인칭
게임이 많다. 이는 1 인칭 시점이 게임에 몰입하는 데
유리한

시점인

것은

맞으나,

게임의

몰입에는

시점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점의 선택은 게임의 콘텐츠 내용에 영향
받는데, 게임이 제공하는 과제나 전투방식 등에 따라
선호되는 시점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야가
제한되는 1 인칭 시점보다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망할 수 있는 3 인칭 시점이나 전지 적 시점이
유리하다(류예슬 외, 2015). 또한, 게임의 장르가
다양하고 장르별로 주요 재미요소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박찬일, 양해승, 양해술, 2007), 단순히 1 인칭
시점이 가져오는 장점에만 집중하여 게임을 개발할
수는 없다.
1.2. VR 에서의 게임 시점
현재 출시되고 있는 VR 게임은 대부분 1 인칭
시점으로
제작되었다.
몰입은
완전한
게임

주제어

환경으로의 몰입과 더불어 현실 공간에 대한 인식의

Game Viewpoint, VR Game, Haptic Feedback,
Immersion, Fun of Game

부재 혹은 탈 피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데(유소연,
서가영, 이주환 2011),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VR 기기들의 경우 현실 세계의
시청각을 차단하고 가상세계의 시청각 정보를
출력하여 높은 몰입을 이끌어내며, 1 인칭 시점은

1. 서론
1.1. 게임의 시점(Viewpoint)과 인기게임들의 시점

게임상의 캐릭터의 시야와 사용자의 시야가 일치하고
게임 내의 시청각 정보를 캐릭터의 시야 범위 내로
한정해서 출력하는 시점인 만큼 VR 콘텐츠화가

게임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증가(신영철, 정승렬, 2013)하는
특성이 있어, 몰입감을 증대 시키는 것이 게임 개발의

자연스럽다.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게임 내 몰입감을 증대

3 인칭 시점이 기피되는 이유로는, VR 영상
콘텐츠에서의 시점은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이나

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 요소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시각적 요소들을 사용자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점(viewpoint)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며,

게임의 시점 또한 몰입감과 밀접한
가진다(류예슬, 이형철, 김신우, 2015).

몰입감을 높일 수는 있으나 스토리텔링의 필요한

따라서

정보를 놓치거나 곡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신홍주
2016), VR 게임이 3 인칭으로 구현될 경우 이러한

연관성을

단점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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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류예슬 등(2015)의 연구에서 보듯 인기 있는

총 8 번 의 조건을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통해

게임이 전부 1 인칭 게임이 아니며, HMD 가 1 인칭
콘텐츠에 특화된 디스플레이 장치라 하더라 도,

진행되었다. 종속변인은
몰입감(Immersion)과

1 인칭 게임에만 집중 되어있는 VR 콘텐츠 생태계는

현존감(Presence)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한계가 명확할 수
밖에 없다. 게임이 가지는 다양한 재미요소를 한

15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7 점 척도를 이용해 설문
받았다. 참 가자는 실험 설명을 듣고 간단한

가지의 시점만으로 연출하는 것은 제약이 크기

연습게임을 진행한 뒤, 연구자가 독립변인의 조합을

때문이다.

설정한 게임을 2 분씩 플레이하고, 매 게임이 끝날 때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3. 연구문제

변수 인
외에도

디스플레이할 평면 모니터는 24 인치 LCD 모니터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VR 에서 3 인칭

사용되었으며, HMD(Head Mounted Display)는
OCULUS 社의 OCULUS RIFT 를 사용하였고, 진동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게임 본연의 요소인 몰입과
재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자극은 아두이노(ARDUINO)로 구성된 진동기를 두

하였다. VR 에서 3 인칭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개의 팔찌 형태로 제 작하여 양 손목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장치는 게임 도중 좌우의 적들을 공 격할

몰입과 재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면 이러한
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나, 반대로 VR 에서 시점의

때 출력되는 이벤트의 방향에 따라 같은 방향의

차이가 게임 몰입과 재미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진동기가 작동되었다. 같은 볼륨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HMD 에 장착된 헤드셋을 사용하지

VR 에서의 3 인칭 게임 개발의 유용성 에 대해
시사할 수 있다. 또한, VR 에서의 게임 시점 차이

않고, 사운드 출력을 PC 스피커로 한정하여 동일한

외에도 게임의 몰입감 향상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운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게임은 화면
좌우에 나타나는 적 캐릭터를 방향에 맞게 좌우

쓰이던 진동 피드백 방식이, 게임의 시점 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여 게임 시점과 햅틱

SHIFT 두 개의 버튼만으로 물리치는 형태의 간단한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를 설명 하고 향후 발전

3D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실험에서는
세
시점(1 인칭, 3

주요 측정
재미(Fun)

게임으로

Unity

5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실험 참가자가 적 캐릭터를 정확하게
맞추면 점수를 얻고, 빗 맞히거나 반응이 늦어 적에게

가지의
독립변인인
게임의
인칭), 디스플레이 방 식의

공격당할 경우 점수가 차감되었다. 참가자의 성실한

차이(모니터, VR), 진동 피드백(진동 유, 무) 을 두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임 진행 시간인 2 분 동안
최고점수 갱신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요 종속변인으로 게임의 몰입감(immersion)과
재미(Fun)와 함께 VR 콘텐츠의 주요 요소인 현존
감(Presence)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게임 시점(1 인칭,
3 인칭)에서 오는 효과가 VR 이 아니라 모니터로
플레이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확인하기 위하여
디스 플레이 방식(모니터, VR)이 추가되어 2x2x2 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 독립변인을 설정하는 옵션 화면과 평가조사에
응하는 참가자의 모습
그림 1. 자극에 쓰인 ‘Oculus Rift’(좌)와 진동 팔찌(우)

총 26 명의 참가자들(남성 13 명, 여성 13 명,
평균연령 23.8 세)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실험
전 평소 게임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2. 연구내용 및 방법

몰입의 경향성을 묻는 사전 설문을 작성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참가자내 설계로 세 가지 독립변인인 게임의
디스플레이 방식(HMD 와 모니터), 게임의
시점(1 인칭과 3 인칭), 촉각 피드백 유무를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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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인 게임 시점의 경우 3 인칭은 게임 화면을

현존감(Presence)은 디스플레이 방식이 모니터일

비추는 Camera 가 플레이 어 캐릭터의 등 뒤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연출되었고, 1 인칭은 캐릭터의 눈

때보다 VR 일 때 더 높았고 (F(1,23)=56.01, p<.01),
게임의 시점이 3 인칭일 때보다 1 인칭일 때 더 높게

위치에

주로

나타났으며(F(1,23)=42.32, p<.01). 햅틱 피드백이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object)인
글러브
낀
주먹만이 보이도록 표현되었다. Camera 의 위치는

제시될 때 더 높은 몰입감을 이 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10.01, p<.01). 각 독립변인간의

시점의 차이 (1 인칭, 3 인칭)일 때만 변경되고,

주효과는 존재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Camera

를

두고

게임

내에서

시점이 같은 조건이면 모니터와 HMD 둘 다 같은
곳으로 고정되었다.

재미(Fun) 또한 디스플레이 방식이 모니터일 때보다
VR 일 때 더 높았고(F(1,23)=11.74, p<.01), 게임의

게임의 시점을 비추는 Camera 는 종횡 이동 시

시점이 3 인칭일 때보다 1 인칭일 때 더 높았으

발생할 수 있는 VR Sickness 를 배제하기 위해
3D 공간 상의 한 점에 고정되었으나, 참가자가

며(F(1,23)=14.08, p<.01), 햅틱 피드백이 제시될 때
몰입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F(1,23)=12.39, p<.01).

HMD 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회전(Pitch, Yaw,

각 독립변인간의 주효과는 존재하였으나 상호작용

Roll)은 Camera 의 Rotation 값에 그대로 반영되어
참가자가 HMD 를 착용한 상태로 게임내 공간을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종속변인(몰입감,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존감, 재미)에서 동일하 게 디스플레이 방식이
VR 일 때 높은 점수가 나왔고, 게임 시점이 1 인칭일
때, 햅틱 피드백이 제시될 때 높은 점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립변인의 주효과만 존재하며,
독립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VR 게임이 1 인칭 시점으로 디자인 될 경우 더
유리한 것은 맞으나, 3 인칭 게임을 VR 로 한다고
해서 게임 본연의 재미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1 인칭
게임을 VR 로 해서 특별히 재미가 더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림 3. 서로 다른 시점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참가자의 모습

게임의 시점(Point of View)은 게임 방식을 결정하는

3. 결과 및 분석

시점 중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시점이 1 인칭 시점 과
3 인칭 시점이며, 게임의 몰입감은 1 인칭 게임에서

세 가지 독립변인 (게임 시점, 디스플레이 방식, 진동

더 높게 측정되나, 실제로 1 인칭 게임보다 3 인칭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요인이다. 게임의 다양한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VR 게임 콘텐츠

유무)에 차이에 따라 몰입감 및 재미 등의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3-way Repeated Measures

시장에서는 1 인칭 게임이 VR 화하기 자연스러운 점
등을 빌어 대부분 1 인칭 시점의 게임만 출시되는

ANOVA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정이다. 게임의 장르와 재미요소는 다양하지만,

먼저 몰입감(Immersion)의 경우 디스플레이 방식이
모니터일
때보다
VR
일
때
더
높게

편중된 시점만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한정되기 때문에, 1 인칭 게임 에만 집중 되어있는

나타났으며(F(1,23)=47.49, p<.01), 게임의 시점이
3 인칭일 때보다 1
나타났다(F(1,23)=40.79,

VR 콘텐츠 생태계는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칭일 때 더 높게
p<.01). 햅틱 피드백은

그 한 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VR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맞이했음에도 콘텐츠 시장이 부실하다는

제시될 때 더 높은 몰입감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VR 콘텐츠 시장이

나타났다(F(1,23)=11.00, p<.01).

풍부해지려면 1 인칭 시점만이 아닌 3 인칭 게임이
가지는 장점 등을 적용하여 VR 게임을 제 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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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독립변인에 따른 현존감, 몰입감, 재미의 차이

다양한 시점을 가진 게임 개발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다.

Minhyeok Kim, Jiyoung Hong, Minhaeng Cho,
Jinhae Choi, 2016)을 측 정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 시점(1 인칭, 3 인칭)과

또한, VR 게임의 3 인칭 시점의 가능성만 시사했을

디스플레이 방식(VR, 모니터)이 게임의 본질인
재미(Fun)와 몰입감(Immersion), 그리고 VR 의

뿐, VR 의 3 인칭 게임이 어떤 면에서 VR 의 1 인칭
게임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중요한 요소인 현존감(Presennce)의 측면에서 어떠한

제공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울러 전통적 으로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사용된 햅틱 피드백이, VR 과

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VR 게임에서의 다양한
게임시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

게임 시점 사이 에서 몰입을 증진하는 매개로써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험용 게임을 제작하 여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 인칭 시점이

사사의 글

3 인칭 시점보다 재미와 몰입의 점수가 높았고,

이 논문은 2016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디스플레이 방식은 모니터보다는 HMD 를 사용한
VR 환경이, 햅틱 피드백이 제시되는 것이 점수가

2016S1A5A2A01025875).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독립변인(게임
시점, 디스플레이 방식, 햅틱피드백 유무)의
주효과만이 존재 하고 상호작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 문헌

이러한 결과를 통해 1 인칭 시점과 HMD 를 이용한

1. 류예슬, 이형철, 김신우 (2015). 디지털 게임

VR 게임이 장점을 가진 것 은 맞지만, VR 환경과
게임 시점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VR 게임

시점의

특징과

사용

이유

분석.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75-83.

콘텐츠를 개발 시에 반드시 게임 시점을 1 인칭으로

2. 박찬일, 양해승, 양해술 (2007). 게임의 장르별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전연구의

재미 요소.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7(12), 20-29.

사례에서 보듯 몰입감이 높은 1 인칭 게임보다는 3 인
칭 및 전지적 시점들의 게임이 더 인기를 끄는

3. 유소연,

서가영,

이주환

자극에

(2011).

의한

게임

주변환경의

만큼(류예슬 외, 2015) 3 인칭 게 임이 가지는

다중감각적

장점들을 VR 게임들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재미요소와 장르를 가진 게임들을 VR 에서 개발하는

인터페이스의 확장. 한국HCI학회학술대회, 997-

사용

자

999.

것이 VR 산업의 고질적인 콘텐츠 부족 문제를

4. 손욱호, 배희정, 장병태 (2002). 컴퓨터게임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의 햅틱인 터페이스 지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방식비교.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본 연구의 한계로는 게임 시점의 변화만을 적용한

530-534.

실험용 게임을 바탕으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와 재미요소를 가지는 디지털 게임의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였으며, VR Sickness 를 배제하기 위하여

5. Junho Seo, Sungmin Kim, Minhyeok Kim,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하 였기 때문에, VR 만족도의

(2016). Examining quality factors of user
preference on Mobile VR. 대한인간공학회

Jiyoung Hong, Minhaeng Cho, Jinhae Choi

주요 요인인 ‘피로/착용감’(Junho Seo, Sungmin Kim,

학술대회논문집, 176-181.

- 932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집단지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한 유희적 모바일 쇼핑 서비스
Pleasurable Mobile Shopping Service by Collective Intelligence
and Unpredictability
김수정
Su-Jeong Kim

이주환*
Ju-Hwan Lee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융합미디어전공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융합미디어전공

SMIT Interaction Lab
5ue7eong@gmail.com

SMIT Interaction Lab
jhlee@smit.ac.kr

요약문

대한 지식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 노출
되면서 본인의 취향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온라인 쇼핑은 방대한 쇼핑정모를 물리적 제약 없이

갖는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방대한 쇼핑 정보를
물리적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은 매우

탐색하며 정보의 습득과 취향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쇼핑도구이다. 반면 소극적인 온라인 쇼핑

적극적인 쇼핑 도구이다. 반면 쇼핑 활동에 소극적인

이용자들에게는 과다한 정보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기에

비효율적이고

선택의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은 정보과잉으로 의한
선택의 어려움 및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과정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패션제품 쇼핑에 적극적인 이용자와

찾기까지의 과정이 적극적인 소비자들 보다 오래
걸리며, 그 과정에서 몰입도도 떨어져 쇼핑활동의
심리적 보상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극적인 이용자를 연계하여 소극적 이용자에게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패션제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이용자에게는 본인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패션제품 쇼핑에 적극적인
소비자와 소극적인 소비자를 서로 연결하여 쇼핑의
유희적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취향을 공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
시용자가 서로의 목적에 부합는 온라인 쇼핑이

패션제품 쇼핑 서비스를 제안한다.

가능하도록 돕고, 쇼핑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 설계
해당

주제어

서비스는

제시(demand

찾고

싶은

side)하면

패션제품의

사용자간

그

조건을
특징에

부합하는 패션제품(item)을 추천(supply side)하는
집단지성의 형태를 갖는다.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모바일 쇼핑, 몰입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마트
커머스

아이템이 등록되면 알림(feedback)이 제공되며 추천

1. 서비스 배경

등록된 아이템의 열람이 가능하다. 특정 아이템에
대해 찜하기 또는 구매하기와 같은 의사 표현 시 해당

우리는 쇼핑은 생존을 위한 활동이자, 본인의 취향과

아이템을 제안한 사용자에게 선정 활동에 대한 알림

가치관이

(feedback)이 제공 된다(그림 1 참조).

반영되는

자기표현적

행동이다.

특히

패션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높은 관심과 흥미의
상황을 창출하고, 계획에 없더라도 정보 탐색활동
자체의 쇼핑행위를 즐기게 한다. 온라인 쇼핑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없애 이러한 쇼핑의 유희적
목적을 강화시키며 이 과정에 몰입을 통해 물리적
보상이나 외부의 동기가 없어도 심리적 보상을 만족
시킬 수 있다.
유행이나 제품에 많은 흥미를 가진 소비자들은

그림 1. 사용자간 피드백

쇼핑활동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입하여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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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 흐름의 개념도

등록한 아이템의 노출량과 열람율 상승을 유도하고
사용자간 많은 피드백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찜하기 행동을 계산하여 많은

사용자가 등록한 조건을 비슷한 조건끼리 클러스터링

찜하기를 받은 사용자에게 보상 또는 차별화 등급을

하여 교집합을 생성하고 일정 교집합에 부합하는
아이템 등록 시 해당 클러스터에 속하는

제공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고양시키는데
활용 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모두 노출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구매하기와 같은 적극적 행위의 경우 공급 사용자와

많은 아이템의 열람을, 공급자는 자신의 추천
아이템을 폭 넓게 개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수요 사용자에게 서로의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 사용자간

그림 2 는 해당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긍정적 경험을 축적 할 수 있도록 한다.

쇼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제 사항이
반영 되어야 한다.
2.3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즉각적 반응 유도 UI
- 열람의 편의성

2.1 소극적 사용자 정보 제공

패션제품 쇼핑은 많은 상품을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나에게 패션제품을 추천한 사용자 정보가 제품선정에

상품을 선정한 후, 해당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다시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SNS 의 특질이 부작용으로
발현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원하는 패션제품을

찾아 보는 탐색-수렴-확장-수렴의 더블 다이아몬드
형태로 진행 된다. 이러한 쇼핑의 흐름을 반영하여

만나는 과정 자체에 집중 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열람의

아이템들은 동등한 관심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선정되어야 함으로 사용자 정보는 최대한 노출을

편의성이

높은

스와이프

방식을

통해

열람율을 높이고 마음에 드는 패션제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승 시킬 수 있다.

줄여야 한다.

- 직관적 호오의 표시
패션제품은 개인의 취향이 구매에 큰 영향요소이며
취향에 따른 호오(likes and dislikes)는 즉각적으로

2.2 사용자 내적 동기 부여 보상체계
자신이 추천한 패션제품을 다른 사용자가 찜할 경우,

표현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형태는 한 번에 하나의

사용자에게 알림 자극을 제공하여 성취감과 함께

콘텐츠를 부각시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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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와이프 방식의 관심 제품 선택 방식의 예시

유도해 내기에 적절하며 스와이프 인터랙션 방식으로

있는 기회를 높이는 효율적인 쇼핑도구가 될 것이다.

패션제품에 대한 반응을 사용자 행동으로 반영 시킬
수 있다(그림 3 참조).

나에게 추천된 패션제품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즐거움과 다양한 취향의
제품들을 확인 하면서 본인 취향 확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서비스 기대효과
3.1 적극적 패션제품
즐거움의 제공

쇼핑

소비자:

성취와

4. 서비스 진행과제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화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술적, 정책적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적극적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소개하는 즐거움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이

결합하여

인정욕구와

4.1 중복 상품 필터링

성취감의

공급 사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추천하게 될

측면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내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경우 서비스의 흥미도가 크게 떨어지고 사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또한 본인이 평소 즐기던 탐색적 쇼핑활동이 보상을

동일 상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수렴되도록 이미지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검색과 같은 기술적 방안의 적용이 필요하다.

4.2 수요자 조건 데이터 분석

3.2 소극적 패션제품 쇼핑 소비자: 시간절약과
예측불가능의 즐거움

수요 사용자들간의 공통된 정보를 구성하고 공급

소극적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는 불필요한 정보

사용자들의 추천 패션제품을 연결하기 위해선 수요
사용자들의 조건을 구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고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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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규칙을

고도화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들의 서비스 내 이용 패턴을 함께 분석한다면
사용자들의 니즈와 취향을 반영한 패션쇼핑 데이터
구축이 가능 할 것이다.

4.3 수수료 분배 또는 광고노출
본 서비스를 통해 수요 사용자가 추천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해당 패션제품 판매업체 에게는
영업채널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제금액을
일정부분을 서비스 수수료로 분배 받고, 그 일부는
공급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장반응과 수수료 배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격은 취향과 함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본 서비스에 제품을 보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비스 외부의 다른 채널에서
구매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구매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수수료
이외에 상품노출 홍보 매체로서 광고 노출의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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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실외 구조물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반응형으로 제시하는 AR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 방법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면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목표와의 거리, 방향에 따라 인터페이스의
크기와 가시화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감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고자
사용자의 위치, 모바일 디바이스의 전면 방향, 목표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AR 안내판의 크기와 위치가
변경되어 제시되고, 대상체가 주변의 어느 영역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에 따라 반응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인

AR

인터페이스를 설계 구현하였다.

2. 관련연구

증대된 AR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2.1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증강현실이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모바일, 모바일 앱. GPS

실제환경에 가상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1. 서 론
실외 공간에 위치한 유적지, 문화재, 관광 명소 등에
대한 안내 시스템은 그 문화재나 장소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안내 시스템은 텍스트로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이는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곳은 한강공원, 북한산 둘레길, Go! I smart 창덕궁[13]등이다.
한강공원
어플리케이션[1]은
서울시
한강공원의 시설물 정보, 공원 인접 대중교통 정보를
GPS 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서비스이다.
북한산 둘레길 어플리케이션[2]은 지도 및 약도 정보,
현재 위치 정보 등을 보여주는 증강현실 서비스이다.
Go! I smart 창덕궁은 창덕궁 16 권역을 GPS 를 이용,
권역을 따라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증강현실
서비스[3]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AR 안내 시스템
에서는 사용자가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관련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GUI 요소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위치를 가리키는 GUI 의 크기가 거리에
비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현실감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안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체 즉,
건물이나 유적지가 어떤 것인지를 선별하기가 어렵다.

함으로써

향상된

2.2 AR 의 유형

문화재들은 가이드들이 안내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소리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가이드를 적용하고 있다.
소개됨에 따라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안내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증강현실 안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상호작용하도록

현실감을 준다.

적어 놓은 안내판, 팜플렛에 의존하고 있으며 몇몇

최근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이

물체와

2.2.1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른 분류
AR 은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시각형 AR 로 3D 게임, AR 기반
E-Learning 및 기술 지원 시스템에 사용된다. 현실감,
몰입감을 주로 하며 대부분 구축된(가상) 현실에 3D
객체를 합성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여준다. 콘텐츠가
그래픽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그래픽
성능이 높은 데스크톱 또는 그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왔다. 두 번째는 정보 서비스형 AR 로 AR
브라우징, AR 네비게이션, 위치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현실 사물 관련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GUI 을
이용하여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형태이다.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많이
사용된다. 기존 위치 기반에서의 정보 서비스형 AR
콘텐츠의 경우 정보 제공 목적에만 초첨을 맞춰 고정된
GUI 로 정보를 제공[4,5,6] 함으로,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현실감을 주기 위한 가시적 요소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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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표 조형물의 방향 인식
디바이스의 경도, 위도와 목표 조형물의 경도, 위도
값을 기반으로 식 (1)과 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목표 조형물간의
거리를 구한다. 또한, 식(2)와 같은 방위각 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방위각을 구한다. 방위각을 구할 때는 degree
값을 radian 값으로 변환하여 공식과 같이 계산하고
그림 1. 정보 제공 목적에 초첨을 맞춘 AR GUI 사례[4]

계산된 radian 값을 degree 으로 변환하여 최종적인
방위각을 구한다.

2.2.2 대상 추적 방법에 따른 분류
AR 은 대상 추적 방법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는 Sensor 기반의 AR 로 실외 정보제공에

(1)

널리 사용된다. 넓은 범위 추적이 가능하며 절대 좌표로

여기서. (x1, y1)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위도,

인식이 가능하여 개발에 용이하다. 하지만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고 상황에 따른 오차율이 발생한다. 두

경도) 값을 의미하고, (x2, y2)는 목표 조형물의 (위도,
경도) 위치값을 나타내고 있다.

번째로는 컴퓨터 Vision 기반의 AR 로 타겟을
인식하여 객체 혹은 정보를 가시화 시키는 형태이다.
실내외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몰입이 높지만 거대한
목표영상은 인식이 어렵고 조명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 번째로는 Sensor 와 Vision 을 동시에
사용하는 Hybrid 기반으로 목표 객체를 추적하고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 센서로 보완하는 형태이나

(2)
여기서, (L)은 현재 위치와 목표 조형물 사이의 거리
값을 의미하고, (Ø1)은 목표 조형물의 위도 값을 (Ø2)
현재 위치의 위도 값을나타낸다. (α)은 현재 위치와
목표 조형물의 방위각을 나타내고 있다.

개발의 난이도가 높다는 제약점이 있다.
3.3 디바이스 후면 카메라 방향 예측

3. GPS 기반 인터페이스 AR GUI 의 설계

디바이스의 후면 카메라 방향 정보는 Compass 센서를

3.1 처리 절차
제안 방법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이용하여 가져온다. (그림 3)과 같이 후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빨간색 방향)과 실제 나침반 센서가

조형물의 위도, 경도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두 번째

읽어 들이는 정보의 방향(파란색 방향)에 차이가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위도, 경도 값을
획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조형물과의 위치 및

있으므로 보정 작업을 통하여 후면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을 방위각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방향

정보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나침반센서를

이용하여 후면 카메라 방향의 방향정보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와 조형물과의 위치, 방향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위치, 크기를 결정한다.

그림 3. Compass 방향 과 후면카메라 방향
그림 2.처리 절차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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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

3.4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 가시화

는

TextPanel,

MainPanel,

CompassPanel 로이루어져 있다. TextPanel 의
자식오브젝트들은 센서들의 값들과 계산된 값들을 text
형태로 가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Main Panel 의
자식오브젝트들은 인터페이스 정보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Compass Panel 의 자식 오브젝트들은
센서 값을 이용하여 디바이스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목표 조형물이 어디 방향에 있는 지를
인터페이스 GUI 을 통해 가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표 1. 구성 객체 계층구조
Game Object

그림 4. 사용자와 목표 조형물간 위치와 방향

정의

1.AR Camera

Vuforia Camera

2. Canvas

Canvas

α가 일정각도 내에 있고, 거리 d 가 10m 내에 위치시
AR GUI 를 가시화시켜 정보를 제공한다.

4. 구현 및 결과

2.1 Text Panel

Text Panel

2.2 MainPanel

MainPanel

2.3 Compass Panel

Compass Panel

4.3 스크립트 구성

4.1 구현환경

GPS 와 여러 Object 들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

4.1.1 Unity
AR 어플리케이션 제작 도구로 게임, 건축 시각화
같은 기타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지 스크립트 즉, Update GPS Location, Device Way,
Mission Way 를 구현하였다.
표 2. Script assignment 구성도

Unity 를 사용하였다. Unity 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드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통합 개발 환경(IDE)을

Game Object

Script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작업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는 활성화된

AR Camera

Update GPS Location

Device layer

Device Way

커뮤니티와 에셋스토어 운영이다.

Mission layer

Mission Way

4.1.2 Vuforia

Update GPS Location 스크립트는 GPS, Compass

Unity 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Qulconmm 사
에서 제공하는 AR 기술인 Vuforia SDK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Vuforia 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SDK 이며
다양한 이미지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개체의
광범위한 추적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증강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손쉽게 API 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4.2 Scene 구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들이고 계산한 결과 값들과
목표 조형물의 GPS 정보, 거리 정보를 Device Way,
Mission Way 스크립트와 Text Penal 의 자식 오브젝트
들에게 값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Device Way
Script 는 Update GPS Location Script 에서 받아진
Compass 정보를 이용하여 Device layer 의 나침반의
침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에 값을 전달해주어
디바이스의 후면 카메라 방향을 가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Mission Way Script 는 Update GPS

GPS 기반 증강현실 인터렉티브 GUI 을 구현하기 위해

Location

구성객체들을 표 1 와 같은 계층구조로 만들었다. 상위
객체에는 AR Camera, Canvas 가 있다. AR

디바이스와의 방위각과 거리 정보를 받아 시각화된
나침반 오브젝트에 값을 전달하여 오브젝트를 가시화

Script

에서

계산된

목표

조형물과

Camera 는 Camera 역할을 하며 실시간 GPS 정보와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Compass 정보를 받아 들여 계산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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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존의 AR 안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들은 위치를
가리키는 GUI 의 크기가 거리에 비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현실감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안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체 즉 건물이나 유적지가 어떤
것인지를 선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안내판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위치와 크기가 변경되도록 하여

그림 5. 스크립트와 객체간 데이터 플로우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이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체가 내 주변의 어느 영역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4.4 구현결과
(그림 6)은 거리와 각도에 따른 GUI 변화 결과
화면으로 왼쪽 상단의 그림은 각도에 따른 GUI 가시화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조형물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GUI 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목표 조형물에 가까워지고
그에 따라 인터페이스의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위치에 따라 반응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GPS 정보에 대한 보정 처리와 함께 후면 카메라의
방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의 출현 처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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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과도한 업무나 불합리한 처사, 대인 관계 등에서

요약문

받는

최근 현대인은 일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질병 또는 퇴직, 이직으로 이어져 막대한

근무환경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1].

여성 직장인은 업무를 처리하고 귀가 후에도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사회적인 성 역할

그 중에서도 미혼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에 영향을

인식 때문에 책임이 클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우울감,

신체적 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스트레스
관련 기존 연구들은 스트레스 누적이 정신적, 신체적

불안 증세는 외부의 압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SNS 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불쾌한 상황과 부정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감정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보고자 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로봇을 통한

[2]. 이와 같이 한국 여성들은 음주나 충동적 소비,
친구나 가족의 사회 관계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사회적 지지 효과를 보거나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며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주며, 충동적 소비는 일시적인 도피일 뿐,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가온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있는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특히 근로 여성의

통한 지지는 정신적인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 상태를

스트레스를 와화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토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듣는이는 피로를 느끼며

컴패니언을 제안하려고 한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워킹 컴패니언 로봇의 스트레스 완화

오히려 인간관계가 끊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상호작용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

있으나, 로봇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 하거나 특히
다수의 에이전트를 활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근무환경 내
선호하는 배치, 기기의 크기 및 개수, 동일시 여부,

진행되지 않았다. 바쁜 일상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연결성, 위상 및 통제성 항목에서 사용자의
선호하는 인터랙션과 디자인 요소를 도출했다.

사회적 지지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감성 인지, 표현 능력이 있는 개인용 로봇을

주제어

활용할 수 있다. 로봇의 의인화나 감정 표현,

Companion, Human-Robot Interaction, Social

자연스러운 대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친밀감을 높인다거나, 노인이나

Robot, Social Support, Social Relief

아이를 위한 로봇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중
취약한 직장인 여성을 타겟으로 멀티 에이전트가

1. 서 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면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게

불필요한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무
환경에서 로봇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되는데, 최근 스트레스와 관련하는 다양한 신조어와
사회현상이 등장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완화할 수 있는 워킹 컴패니언을 제안하려 한다.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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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지능형 멀티

2.1 스트레스

에이전트로 확장하여 사용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압력 (stressor) 와 내부 보호 저항력 사이의 깨져 인간

있는 핵심적인 인터랙션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체의 보호 능력이 손상되어 변형된 상태이다.[3] 즉,

3. 연구 방법

외부 자극에 대하여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저항하는
반응이다. 어떤 상황이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협으로

인지되지

본 연구는 직장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업무

않으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감성,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주는 디지털 기기 사용 의사와 인터랙션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위협으로
인지되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있을 때는 동기부여나
원동력으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요소를

발생하지만,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터랙션을 도출하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5].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3.1 프로토타입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업무 능력의 감소나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로봇에 대한
사용자 조사를 하기 위해 실제 프로토타입 소품을
제작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평면의 이미지로

부정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안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보다는 순간적 이벤트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방식을 유도하고

제시하게 되면 수용 가능한 크기에 대한 의견을 받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만지고 배치해보면서 인터뷰하였다.

어려우므로 저수준(low fidelity)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프로토타입은 ‘사무용 멀티 디바이스’ 개념으로

2.2 사회적 지지

육면체의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
모듈은 총 3 종류로 크기와 개수, 형태는 아래 표 1 과

사회적 지지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
지속해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 집단으로부터의

같이 제작하였다. 각각의 모듈은 내부에 자석을 부착해
자유로운 조립 경험과 쌓기(stack) 경험을 할 수

사회적 지지는 건강 보호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있도록 유도하였다.

지지를 향상하는 것이 스트레스 노출 감소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6]. 또한, 사회적 지지는

표 1. 프로토타입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물질적, 심리적 도움이며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이다.
사회적 지지에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믿음을 주는 존중감 지지, 상호 관계에

A

B

C

크기

4cmX4cm

4cmX8cm

8cmX8cm

개수

16

8

4

형태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관계망 지원이 있다.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는 가족 구성원, 직장동료,
지역사회를 돕는 구성원 등이 있다[7].

3.2 심층 인터뷰

2.3 멀티 에이전트

인터뷰 참가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
경험이 있는 20, 30 대 여성을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단일 에이전트는 센서로 사용자의 상태나 외부

비교 대상으로 남성 1

환경을 지각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그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사람의

스트레스

명을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여자 5 명, 남자 1 명으로 총
6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참가자 정보는

정도나

표 2 와 같다. 인터뷰는 업무환경에 대한 그림 묘사와

상황인지를 위한 복합적인 상태를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에이전트를

설명, 프로토타입으로 인터랙션하는 세션을 포함하여
1 시간 30 분 동안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로봇은

추가하여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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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다. 한 여성은 “쓸데없이 뭔가 읽게 하고

휴머노이드 형태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기
위해 ‘사무용 멀티 디바이스’로 프레이밍하여

싶지 않잖아요. 그래프나 수치로 구구절절 써있으면
안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라고 UI 를 언급하며 자신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인터뷰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가자

성별

연령(만)

재직여부

직장경력(개월)

P1

여

25

O

16

P2

여

26

X

30

P3

여

29

O

36

P4

여

26

O

40

P5

여

27

O

18

P6

남

30

X

44

스트레스 상태는 간단한 색상으로 표시 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업무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을 확인할 때 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림 2. 인터뷰 참가자의 근무환경 (책상)

3.3.2

멀티 에이전트의 크기 및 개수

단일 기기의 경우 너무 작은 것 보다는 존재감 있는
크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그냥 사무용품이면 가장 큰

것을 선택하겠지만, 개인적인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프라이버시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무용품으로

그림 1. 경험 프로토타이핑

프레이밍 되었을 때와 다르게 내부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따라 크기 선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3.3 인터뷰 결과

선호하는 개수는 3-4 개를 꼽았으며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가 직장인의 하루 중 보통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점은 출근 전날 밤이라고

“제가 관심있는 사람만 (연결)할거거든요”, “너무
많으면 일 할때 이거만 볼 것같아요”라고 대답했다.

대답했다. IT 기기를 특별히 얼리어답터 수준으로

개수가 많으면 신경이 분산되어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사용하는 사용자는 없었고, 공통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로인한 정신적 갈등을 경험이 있었다. 심한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우 정신 질환, 신체 질환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멀티

3.3.3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을 생소하게 느끼며 스크린이
있으므로 동영상을 보거나 캘린더 등과 같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개방성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

“나를

사무기기와 같은 실질적 업무에 도움을 주는 기능에

대변해주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며 동일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격한 감정 상태가 나타나면 민망할 것 같다”라고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3.3.1

동일시(Identification)

근무 환경과 배치

말하며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높으면

동일시를

선호하지 않았다. 동일시하는 자신이 있을 경우와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만 있으면 배치의 위상이 크게

각 인터뷰 참가자에게 자신의 근무환경을 직접
그려보도록 요청하였다. 자신의 책상이 어디에 있는지,

달라진다.

책상 주변과 위에는 어떤 사물이 있는지 표시한 결과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니터는 모두 2 개를

3.3.4

사용하며 칸막이와 책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ion)

친구를 연결하는 경우, 감정적 관심에 책임감과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만약 이 기기를 배치한다면
어디에 놓을지 물어 보았을 때는 타인이 기기(로봇)를

부담감을 느끼며,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게 되기 때문에
관계의 피로도가 형성된다.

보는 것에 관한 관심을 없지만, 지속적인 노출이
있다면 어떤 정보가 이 기기에 표시되는지 신경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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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연결하게 된다면 사용자 간의 배경지식이
확보되어있어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관계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를
알림으로 공유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레벨과 알림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친구보다는 연인에게 수용범위와

공유하고 싶은 레벨을 구체적으로 분리하면 이용할 수

표현범위가 더 넓어서 연인을 연결하겠다는 반응이

있는 분야가 다양해질 것이다. 혹은 어떤 불편 요소
때문에 페어링을 꺼리는지 분석하여, 정보 공유

압도적으로 많았다.
3.3.5

인터랙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혹은 단발성

위상 및 통제성

스트레스에 오토노머스한 지능형 로봇이 어떻게
대처해야 실제 사람이 주는 사회적 지지 효과와

중요한 인물은 가장 위, 왼쪽에 위치하며 중심 시야
안에 배치하고 싶어 했다. 나를 대변하는 에이전트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지를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전적으로 도와주는 별도의 에이전트를 원하는 모습도

연구가 필요하다.

관찰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위치에서
친밀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위치가 변하는 것에

지금으로서는 지능형 로봇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을 줄 방안 한계가 있다. 각성 정도를 낮추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완전한 통제를

업무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다. 앞으로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선호하고, 자동으로 위치가 변하더라도 제한적인
옵션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제성이
높은 사용자 고정모드. 통제성이 낮은 자동 위치 변동

지지

지속하여

컴패니언십을

쌓고

사용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을 때, 사용자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어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드 등 구분 필요 반면 “바뀌면 더 신선할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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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을 제안하고 시나리오 구조 설계 모델에

요약문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어지고 있다. 각
연구단체들은 2025 년 부터는 자율 주행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자율주행

연구는

적용시켜 컨텍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대부분

2.1 Ethnography

기술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사용자 중심 측면에서
운전자 혹은 탑승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또는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관찰하는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보편화될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율주행

실내

환경에서 반영될 감성조명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니즈를 맥락적 사용자 조사를 중심으로 Mapping 하여
분석한 후 시나리오 구조 설계 모델에 적용시켜
컨텍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한다.

것을 기본으로 하는 리서치 방법이다. 인류학자들이
생소한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실제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직접가서 그들의 사회적 관습과 행동 양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는

연구방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동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방식이다.

주제어

2.2 Contextual Inquiry

자율 주행 자동차, 사용자 경험,시나리오, 맥락조사

컨텍스츄얼 인쿼리 (Contextual Inquiry)는 Hugh

1. 연구배경 및 목적

Beyer 과 Karen Holtzblatt(1988)이 처음 개발하였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공간(空間)이자 방(房)과도 같은
곳이다. 앞으로 자율 주행차가 보편화 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이용 시간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면서

차체의

외형

보다는

실내

인테리어의

중요도가 더 중요시 될 전망이다. 특히 실내 인테리어
공간에서 인간의 시각을 통해 심리를 자극하는 조명
디자인은, 사용자의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조절 할 수
있는 특성과 감성적 자극을 통해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한다. 조명이 중요한 이유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사용하며 인간을 보호하는 공간이나
다름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자율주행 실내
환경에서 반영될 감성조명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니즈를 맥락적 사용자 조사를 중심으로 Mapping 하여
분석한

FDP(Future

Directing

Point)

Diamond

인터뷰와

현장관찰을

결합한

리서치로써,

기술적

접근이 아닌 사용자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용자 조사 (USER RESEARCH)
사용자 조사(User Research)는 기본적으로 정성적
리서치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숨은 니즈를 파악하고 미래의 창의적 문제
해결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Ethnography 와 Contextual Inquiry 를 결합한 User
research Methodology [그림 1]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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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ng Point 를 추출하여 분석 맥락 맵핑을 하는

커플

32

여

2년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부

41

남

18 년

부부

39

여

5년

표 2 Main Users Recruitment
[표 2]는 [표 1]의 기준에 기반하여 총 8 명을 대상으로
섭외한 인터뷰 대상자이다.
3.1.2 Progression
본 연구는 1 차로 Ethnographic research 를 하기 위해
각 그룹별 한 팀씩 하루 3 시간씩 직접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Interview 질문지와 Task 지를 작성하였다.
이후에 2 차로 Contextual Inquiry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약

60

분동안

진행

되었으며

모더레이터와 기록자 총 2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1 User research Methodology
리서치를 진행하기전 Scene 별로 타겟을 선정하여
기존에 자동차 이용 행태를 파악하여 인터뷰지를
구성하였다.

경우

이후 리서치는 짜여진 질문지를 토대로

오럴 인터뷰 후에 Task 수행을 하고 이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차로 Ethnographic research 의 경우 아이스브레이킹
후 평소 자동차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동차
뒷자석에 탑승 후 관찰만 진행하면서 관찰시트 메모를
진행하였다.[그림 2] 이후에 4 팀 각 그룹 특성에 맞는
차별질문지와 Task 지와

공통질문지와 Task 지를

작성하였다.

3.1 조사과정 (Research Process) 및 분석(Analysis)
3.1.1 User Recruit
사용자 행동관찰에 앞서 Main User 의 Recruitment
Criteria 를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 Ethnography
2 차 조사과정인 Contextual Inquiry 의 경우 1 차
Ethnography 이후 작성한 Task 지와 Interview 지를

표 1 Main Users Recruitment criteria

토대로 심층 인터뷰와 Task 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총 4 그룹으로 장거리를 출퇴근 하는 상황인 직장인

진행하였다.

남녀 각각 1 명, 혼자 자동차를 이용하여 외출을

Interview 의 경우 초반에는 각 그룹의 특성에 따른

자주하는 싱글 남녀 각각 1 명, 아이와 자주 외출하는
아이있는 부부 2 쌍, 자동차 데이트를 즐겨하는 커플
2 쌍 총 8 명을 기준점으로 잡고 섭외를 진행하였다.
그룹

나이

성별

운전경력

직장인

54

남

31 년

직장인

38

여

9년

싱글

26

남

4년

싱글

32

여

6년

커플

28

남

3년

차별

질문인

자동차

이용

행태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였고 후반부에는 공통질문을 중심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조명에 대한 니즈파악을 위한 질문을 수행
하였다.

그림 3 Context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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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맥락매핑 (Anaysis Context Mapping)
Analysis Context Mapping 은 네덜란드 TU Delft 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방법론으로, Probes 와 Generative
Technique 의 결합이다. 사용자 참여 디자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숨어있는 경험과 발견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느끼고,
꿈꾸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ffinity
Dia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Future Directing
Point 를 추출하였다.
3.2.1 Affinity Diagram
앞서

진행한

4

개의

그룹

8

명의

사용자와의

Ethnography & Contextual Inquiry 진행을 토대로
나온 결과들을 Affinity Diagram 분석툴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그림

4]

각

사용자와의

인터뷰와

관찰조사를 통해 인테리어 라이팅에 대한 요소만
추출하여 그룹핑을 진행하였다.

그림 5 Future Directing Point Diamond model

4. CONTEXT SCENARIO 설계
FDP(Future Directing Point) Diamond model 에
기반하여 Behavior Pattern Mapping 을 구성 한후
이에 적합한 Persona 를 만든 후 Context Scenario 를
설계한다.
4.1 Behavior Pattern Mapping

그림 4 Affinity Diagram 분석모습
3.2.2 FDP(Future Directing Point) Diamond Model
Affinity Diagram 에 기반하여 미래 자율주행차량의
실내공간 조명에 대한 가치와 니즈에 대한 분석을
FDP(Future Directing point) Diamond Model 을
제안하고자 한다. FDP 모델은 4 가지의 키워드
(Healing, Entertainment, Usability, Customize)로
추출한

후

상위레벨의

키워드

그림 6 Behavior Pattern Mapping
사용자들의 행동에 해당하는 값을 스펙트럼의 양끝에
화살표를

이용하여

행동패턴들을

파악

높고
하였다.

낮음을
행동

표시

패턴

하여

항목들은

orange 색상은 Functional Convenience, Blue 색상은
Emotional Feeling 으로 분류된다.
4.2 Persona

그룹핑(Emotional

Feeling,Functional Convenience)을 한번 더 진행 한

[그림 6] 에서 맵핑된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Persona 를

후 Diamond Model 을 구성 하였다. [그림 5]

제작하였다.

Emotional Feeling 의 경우 Healing 과 Entertaiment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휴식의 공간과 활동적인
공간의 Mood 를 원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Functional

Convenience

의

경우

Usability 와 Cusomize 의 키워드가 포함되어있으며
라이팅 큐레이션 서비스나 상황인식, 맞춤화 등의
기능적인 편안함을 추구 하는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아래

[그림

7]페르소나의

경우

30

대

초반의

펀드매니저 여성이며 기혼자이다. 4 살의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고 워킹맘이다. 평소에 직접 자율주행 차를
이용하여

주 5 일 출퇴근하며 워킹맘이라 주말에는

주로 아이와 서울 근교로 소풍을 자주간다. 평소 육아나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적합한 조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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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이 자동 컨트롤된다. 어린이 집에 도착하고 아이가

컨트롤해주는 조명을 선호한다. 그리고 인터랙션에

탑승하면 밝은 무드 조명으로 변화하고 집에 가는

따라 반응하는 조명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

길까지 아이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페인포인트로는 너무 화려하고 강한 조명과 무언가를

한다.

손으로 조작하여 만지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을
가지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미래의 자율주행 실내 감성 조명 방향성 제안을 위해
맥락적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Future Directing Point Diamond model 을 제시하고
컨텍스트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시나리오에 제시된 내상 조명 구성에
대한

프로토타이을

제작하여

사용자들에게

테스팅을하고 효용성이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림 7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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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다수의 연주자가 태블릿을 악보로 사용할 때,
임의의 기기에서 사용자나 알고리즘에 의해 갱신되는 화

의 악보를 제작할 때는 곡의 어떤 부분에서 악보를 넘기
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하며, 이마저도 연주자들이 다시
편집하여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면의 악보가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화면에 자동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종이 악보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다

으로 반영되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악보 자동 동

수의 연주자가 태블릿을 악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한

기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악보를 표

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악보의 구간을 다른 기기의 화

시하는 기기의 화면을 다수의 태블릿이 공유하여 제어

면에 자동으로 동기화하려고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방법과, 임의의 기기에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악

1.2 관련 연구

보의 구간이 사용자나 알고리즘에 의해 바뀌면 그 구간
의 ID가 시스템의 모든 기기에 전달되어 기기마다 구축

오늘날의 악보는 종이 오선보에 음표와 악상 기호를 기

된 자체 라이브러리로부터 찾아낸 해당 ID의 참조 파일

보(記譜)하거나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연주자의

과 연주 정보로 화면을 갱신해 내는 방법을 구현해 그 특

움직임을 기록하거나[1], 악보 넘기는 불편함을 줄이거

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후자의 경우, 저렴한 기기로도 빠

나[2], 인터넷과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악보 시스템을 구

르고 안정적인 악보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축하는[3]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각종 수업, 다양한 편성의 작품 연

이 연구와 가장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4]은 당시로

주, 즉흥 연주 등에 활용하면 종이 악보를 넘기는 소음과
불편함을 없애 학생, 교사, 음악가, 청중이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낮은 예산으로도 조성할 수 있다.

주제어

는 크기가 작은 Mini-ITX와 LCD 패널을 보면대와 일
체형으로 제작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TCP/IP(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P:
Internet Protocol) 기반의 무선통신으로 악보를 이미지
로 전송하고 메시지로 연주 진행을 제어하는 연구 결과

전자 악보, 디지털 악보, 동기화

물을 소개하고 있다.

1. 연구 배경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 동향은 그 당시와 사뭇 다르다. 첫

1.1 필요성

째, 요즘에는 연주자가 사용하는 종이 악보와 비슷한 크

음악회에서 연주자가 종이 악보를 넘기는 소리는 현장
감을 더하는 데 한몫을 하지만 감상에 방해가 되기도 하
며, 실황 녹음이나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하
는 음악가에게는 소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연주자나
도우미의 실수 또는 공연장 내 공기의 흐름으로 악보가
무대 바닥으로 떨어지면 연주자가 연주해야 할 음을 몇
개 놓치거나 연주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듯 종이 악보를 사용하는 데에서 생기는 소음은 청
중의 감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주 중 악보를 넘기
는 일은 연주자의 연주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실제
로 악보를 출판하거나 연주에 필요한 악기 또는 악기군

기의 오선보를 표시할 수 있는 태블릿이 널리 쓰이고 있
다. 둘째,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화면 공
유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하였다. 셋째, 안정성과 동기화
속도가 뛰어난 클라우드(cloud) 저장소를 운영체제에서
제공한다. 넷째, 컴퓨터 음악 분야에서는 네트워크로 여
러 대의 컴퓨터를 활용할 때 TCP 기반으로 컴퓨터끼리
파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기반의 OSC(Open Sound Control)[5] 패킷
으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의한 메시지를 다른 컴퓨
터로 전송하면 이를 받은 컴퓨터에서 전달된 메시지에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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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사용자
친화성이 뛰어나며 기기 사이의 악보 동기화 과정이 더
욱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전자 악보 시스템 구현 방법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전자 악보 시스템을 구
축하려면 모든 컴퓨터가 Wi-Fi에 연결되어야 한다. 컴
퓨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마다 IP주소가 달라지
면 매번 IP 주소를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므
로, 네트워크 기기의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기기마다 고
유한 IP 주소를 할당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안성과 안
정성을 고려하여 이 시스템이 전용으로 사용할 무선 네
트워크 기기에 접속 암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주가가 사용할 기기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 악
보와 크기가 비슷하면서도 보면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10~14인치가량의 태블릿이 좋으며, 전자 음향이 곁들
여진 공연에서는 음향 기술자가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
터를 이 환경에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2 화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전자 악보의 활용 예

2.2 방법 2: 구간 ID를 활용한 네트워크 전자 악보
이 방법은 화면에 출력할 악보의 구간마다 ID를 부여해
임의의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구간이 사용자나 알고리
즘에 의해 변경되면, 그 ID가 시스템의 모든 기기에 자
동으로 전송되어 이를 전달받은 기기에서 해당 ID의 구
간을 각자 갱신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악보 구간이
변경되지 않은 기기
1

2.1 방법 1: 화면 공유를 활용한 네트워크 전자 악보
이 방법은 VNC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악보를 화면
으로 표시하면 VNC(Virtual Network Computing)[6]
클라이언트가 사용 가능한 기기에서 그 화면을 공유하
는 방식으로, 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VNC 클라이언트
2
VNC 클라이언트
1

VNC 클라이언트
3

: 구간 ID

악보 구간이
변경되지 않은 기기
2

…

악보 구간이
변경되지 않은 기기
n
(n: 악보 시스템의
컴퓨터 수 - 1)

악보 구간이
변경된 기기

그림 3 구간 ID를 이용한 네트워크 악보의 구성도

이때 ‘악보 구간이 변경된 기기’와 ‘악보 구간이 변경되
지 않은 기기 n’의 관계(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 관계)
는 가변적이므로, 실제 연결망은 그림 3보다 더 복잡하
다. 또한, 구간 ID를 주고받기 위해 UDP 기반의 프로토
콜인 OSC(open sound control)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기기마다

VNC 서버

• OSC 패킷 송신 기능(OSC 클라이언트)
• OSC 패킷 수신 기능(OSC 서버)

그림 1 화면 공유를 활용한 네트워크 악보의 구성도

서버가 맥 운영체제 기반이면 ‘시스템 환경설정’의 ‘공
유’에서 ‘화면 공유’ 서비스나 ‘원격 관리’ 서비스의 ‘감
시’ 작업의 모든 항목을 활성화하고, 윈도즈 기반이면
VNC 서버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을 구축해야 한다. 이때 OSC 메시지를 받으려면 IP 주
소뿐 아니라 포트 번호도 함께 할당해야 한다. 그림 4는
이 점을 반영하여 세 대의 기기에서 OSC 패킷을 이용해
구간 ID를 메시지로 보낼 때의 연결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악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데에 사용자
가 선호하는 어떠한 응용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VNC 클라이언트에서 VNC 서버가 구동되는 컴퓨
터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VNC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인
임의의 기기에서 사용자가 화면의 내용을 바꾸면 연결
된 모든 기기의 화면이 바뀐다.
그림 2는 이 방법으로 Cycling 74의 MAX 7[7] 화면을
공유하여 한 명의 음향 기술자가 비올라 연주자 및 플루
트 연주자와 연주회 총연습을 하는 모습이다.

: 구간 ID
(OSC 패킷)

기기 2
OSC 패킷
송신자
OSC 패킷
수신자

기기 1
OSC 패킷
송신자
OSC 패킷
수신자

기기 3
OSC 패킷
송신자
OSC 패킷
수신자

그림 4 기기 세 대에서 OSC 패킷을 주고받는 모습

구간 ID를 이용하여 각 기기의 악보를 자동으로 동기화
하려면 악보로 사용할 모든 기기의 저장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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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간 ID에 상응하는 그림 파일 또는 연주 지시 정
보 라이브러리
• 각 구간 ID와 라이브러리의 파일 또는 정보를 연결
하는 알고리즘
을 구축해 다음 두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야 한다:
• 화면에 표시되는 구간이 터치스크린이나 다른 입력
장치를 통해 사용자나 미리 만들어진 자동 알고리즘
에 의해 변경되면, 변경된 구간 ID를 설정 목록에 등
록된 네트워크의 모든 기기로 보내는 기능
• 구간 ID를 수신하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파일(악보
의 한 부분)을 기기에서 찾아 화면을 갱신하는 기능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필요한 파일을 컴퓨터마다 복
사하고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
하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UDP로는 송신된 구간 ID가 모든 기기에 제대로 수
신되어 악보가 제대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
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똑같은 메시지
를 수차례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점을 보완하
지 않아도 동기화 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림 5의 왼편은 이 시스템이 시작하여 대기 상태에 이
르기까지의 세부 과정을, 오른편은 사용자나 알고리즘
에 의해 임의의 기기에서 악보의 구간이 변경될 때 이 구
간의 ID가 전달되어 동기화되는 세부 과정을 나타낸다.
모든 기기

사용자나 알고리즘에 의해
구간이 바뀐 기기

각 기기의 전원을 켬

사용자나 알고리즘이
화면에 표시되는 악보 구간을 변경

운영체제 시작 시
악보 시스템을 자동으로 실행

네트워크에 연결된 악보 시스템의
모든 기기로 구간 ID를 전송

소스(open source)인 슈퍼콜라이더[8]를 활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퓨어데이터[9], 프로
세싱[10]과 같은 공개 소스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에 언급된 네 종류의 프로
그래밍 환경은 음악과 음향에 관련된 연구와 예술 활동
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며, 음악대학 및 각종 멀티미
디어 예술의 전공 수업에서 활용되기도 하므로 프로그
래밍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예술가들
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6은 랩톱과 2016년에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
었던 11.6인치 크기의 윈도즈 태블릿 네 대에서 슈퍼콜
라이더를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구현하여 한 명의 음향
기술자가 현악 4중주 편성과 총연습을 하는 장면이다.

그림 6 구간 ID를 통한 네트워크 전자 악보의 활용 예

3. 시스템 특성 비교
3.1 방법 1 과 방법 2 의 장단점
화면 공유를 이용한 방법(방법 1)은 VNC 서버와 클라
이언트를 이용하여 쉽게 구축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활
용할 수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
전송속도가 빠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성능이 좋은 고가
의 기기를 사용해야만 연주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악보가
동기화되므로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이 든다. 또한, 이
방식은 초고속의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
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림 5 구간 ID를 이용한 네트워크 전자 악보의 작동 방식

반면 OSC 패킷으로 구간 ID를 송수신하여 각 기기에서
화면에 해당 구간의 악보를 동기화하는 방법(방법 2)은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여 환경을 구축해야 하
는 부담감이 있지만, 매우 작은 크기의 데이터 패킷을 전
송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은 Wi-Fi 환경에서 사
양이 낮은 태블릿으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므로 시스템
구성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규모 편성의 작품 연주와
같이 큰 시스템의 구축에도 적합하다. 또한, 기기를 구동
하면 악보가 자동으로 켜지고, 임의의 기기에서 악보 시
스템을 종료하면 연결된 모든 기기의 전원까지 꺼지게
하며, 메트로놈, 조율, 자동 악보 넘기기 등 사용자가 필
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시스템 자원에 최적화하여 추
가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자동 알고리
즘을 구현하기 위해 Cycling 74사(社)의 Max 7과 공개

한편, 이들 시스템은 공통된 장단점도 지닌다. 장점으로
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 악보를 스캔하거나 PDF 파

구간ID를 수신하여 화면 갱신
알고리즘에 따라
악보 구간 ID별 그림 파일을
저장장치에서 읽어
메모리에 할당하고
네트워크 악보 시스템으로
연동할 모든 기기의 IP와 포트를
읽어와 연동 준비를 마침

대기

그 이외의 기기
대기
구간 ID 수신

악보의 첫 구간을 화면에 표시

대기

화면 갱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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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또는 이로부터 추출한 그림 파일을 활용하는 등 기존
의 자료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악보를 만드
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
로는 Wi-Fi가 블루투스보다 통신 가능 구간이 넓고 신
호도 강하지만, 넓은 공연장에서는 간혹 연결이 불안정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5GHz 대역폭이
2.5GHz에 비해 좀 더 불안정한데, 이 문제는 연주에 영
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Wi-Fi 기술의 발달과 함
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태블릿 기기의 발달로 시스템 하
드웨어 제작 및 설치과정이 사라진 점과 클라우드 저장
소를 이용하여 실행 파일과 악보 라이브러리를 동기화
하는 점, 그리고 어떤 기기에서라도 화면의 악보 구간을
갱신하면 시스템의 모든 기기의 화면이 갱신되는 점은
이 연구의 결과물이 갖는 기존 시스템[4]과의 뚜렷한 차
이점으로 관점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 2는 데이터 전송량이
적어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UDP 프로토콜이 메시지 전
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특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기존
의 시스템과 실제 연주 환경에서 성능 및 안정성을 비교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시스템이 실제 상황
에서 더 안정적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단, 연구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일 경우 UDP로 전송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며, TCP로 메
시지를 보내어 악보를 동기화할 때 메시지가 제대로 전
달되지 않으면 악보 동기화를 포함한 모든 실시간 처리
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UDP
로 메시지를 보내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때를 대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사용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구간 ID를 이용한 전자 악보 동기화 시
스템(방법 2)의 경우 저가의 기기와 공개 소스 프로그래
밍 환경에서도 OSC 패킷을 이용해 무선 네트워크 기반
의 빠르고 안정적인 자동 동기화 악보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각종 음악 수업, 다
양한 편성의 작품 연주, 즉흥 연주 등에서 활용될 수 있
는 네트워크 전자 악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연주 시 악보
를 넘겨야 하는 불편함과 악보를 넘길 때 발생하는 소음
이 없어지므로 학생, 교사, 연주자, 청중이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단, 이 연구는 DIY 성격이 강하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상용화되려면 연주자가 악보에

추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메모와 이의 자동 저장 기능,
연주 단체의 악보관리자가 연주회에서 연주될 여러 곡
의 악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되
어야 하고, 다른 연구에서 소개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에서 구현된 여러 기능이 추가되어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사용 가능한 실행 파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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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Lee Eun mi

한은
Han Eun

손주영
Son Ju Young

최수지
Choi Suzi

조혜련
Jo Hye Ryun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yal1803@gmail.co

gksdms93@gmail.c

julia_0629@naver.c

suziichoii@gmail.co

johyeryuna@gmail.

m

om

om

m

com

정현희
Jung Hyun Hee

장수영
Jang Su Young

김미현
Kim Mi Hyun

조준동
Cho Jun Dong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hyuneej32@skku.ed
u

suyoungluv@gmail.
com

mkim@readminds.c
o.kr

jdcho@skku.edu

요약문

주제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됨에 따라 UX 연구의 중요성이

UX, Contextual Inquiry, Refrigerator, LED lighting,

대두되었다.

Persona, Scenario

그러나

Home

가전

제품의

핵심인

냉장고의 경우, 현재 냉장고 외부의 기능성을 강화시킨
연구에만 치중하는 등 냉장고 내부의 연구는 뒤로 한
채 기술중심적인 관점에서 디자인하고 있다. 특히,
냉장고의 여러 요소 중 내상 조명(냉장고 내부 조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ontextual Inquiry 기법을 통해
사용자의 공간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냉장고
내상 조명에 해당되는 니즈를 발견하였다. 니즈는
Affinity Diagram 과정을 통해 본질적 가치, 심미성,
사용편의성 세 가지로 묶일 수 있었다. 사용자는
공통적으로 냉장고 내상 조명이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하는 니즈를 갖고 있었으며 사용자 특성에 따라 심미성,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냉장고는,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편의기능으로 사용성, 유용성, 심미성과 같은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단순한 보관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의 경험이 음식 / 요리를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도록
확장되었다. 엘지전자의 노크온 매직 스페이스[1, 8]는
수납 공간인 매직스페이스에 두 번 노크하여 화면을

사용편의성과 관련된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켜는 ‘노크온’ 기능을 적용시켜 에너지효율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삼성전자의 셰프컬렉션 패밀리

사용자를 요리관여도, 심미성/사용편의성을 중심으로

허브[2, 3]는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외부도어에 부착된

유형별로

애플리케이션(디스플레이)을 제어하고 별도의 터치
없이 다양한 기능(인터넷 검색, 일정관리, 레시피 정보

범주화하여

4

개의

페르소나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냉장고 내상 조명 시나리오를 발굴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사용자 중심의 냉장고 내상 조명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냉장고는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기술적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냉장고 외/내부의 기능성을 강화시킨 연구에만 치중
하는 등, 여전히 기술 중심적인 관점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954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사람에게 조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명을 한자 글자

사용성을 향상시키거나 광합성 촉진 및 농약제거 효과

그대로 해석하면 ‘밝게 비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1].
그러나 조명은 단순히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뿐

등의 기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어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활력적인
정서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최근

2.3 Contextual Inquiry
User centered design(UCD) 연구 방법 중 하나인

LED 조명의 발전[5]으로 활용법이 다양해 졌다.

Contextual Inquiry 는 사용자의 공간에 들어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에 대해 인터뷰 하는 것을

그러나 냉장고에서 식재료/음식을 밝혀주고 찾게
해주는 냉장고 내상 조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것이 본 조사방법의 특징이다.

의미한다. Context 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냉장고 내상 조명은 브랜드별 차별성이 없을뿐더러
천편일률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는 CI(Contextual Inquiry)를 통해 사용자의

3. 연구내용
3.1 연구방법

니즈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추출하고
냉장고 내상 조명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추후 사용자 중심의 냉장고 내상
조명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실험 대상자
총 10 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Contextual Inquiry 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 20-30 대 6 명, 50 대 3 명,
60 대 1 명을 선정하였다. 성별(여 8 명, 남 2 명)과 집단

본 연구는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찾는 에스노그라피
형태의 Contextual Inquiry 와 Semi-Structured

분류(직장인, 전업주부, 대학생)는 [표 1]과 같다.
<표 1 - 응답자 정보>

Interview 를 진행하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구분

나이

성별

집단

P1

29

여

직장인

P2

30

여

직장인

P3

39

여

전업주부

P4

30

여

전업주부

P5

24

남

대학생

조명은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P6

31

남

직장인

감성과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색온도와 연색성, 조도,
조명의 높이 등 빛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같은

P7

53

여

전업주부

P8

56

여

직장인

P9

57

여

직장인

P10

60

여

직장인

이를 바탕으로 4 개의 페르소나를 추출하고 각
페르소나에 맞는 냉장고 내상 조명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조명의 역할과 스마트 LED 조명

물체라도 다르게

보이게

하고, 인간의 심리

및

인지[7]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IT

기술과

LED

조명이

결합한

스마트

LED 조명[4]은 감성 조명으로 활용되거나 조명이
사용된 기기의 사용성 / 심미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2 냉장고 내상조명

2) 과정
본 연구는 Contextual Inquiry 와 Semi - Structured
Interview 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직접 피실험자

냉장고 내상 조명은 백열등을 사용하였으나 불필요한
열 방출, 식품저장 공간의 감소, 냉각력 약화, 짧은 수명,

자택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모더레이터
1 명, 기록/녹음 1 명, 관찰시트 기록 1 명 총 3 명이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현재는 LED 조명으로

방문하여 Contextual Inquiry 를 진행하였다.

교체되었다. 고급형 모델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LED
조명을 2011 년부터 냉장고 전 모델에 적용시켰으며
LED 의 장점[6]을 토대로 배치를 변화시켜 사용자의

총 세가지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는 프로젝트 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두 번째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 Structured Interview), 세 번째는 피실험자의 행동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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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ffinity Diagram image>

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 및 질문 항목은 <표 2>와
같다.
<그림 1 - Contextual Inquiry image>

3.3 분석 결과
1) Contextual Inquiry 분석
Part2 의 구매/요리 관련 사용자 행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용자의 요리관여도와 흥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냉장고 사용행태와 조명관련 니즈 질문을
통해 사용자가 냉장고 내상 조명에 갖는 명시적 니즈를
확인하고자 했다. Part3 에서는 생각에 의존한 요약된
인터뷰보다는 직접 냉장고를 사용하는 모습을

사용자가 언급한 명시적 니즈 중 냉장고 조명만을 모아
Affinity diagram 을 구성하였다. 총 세가지로
Grouping(본질적인 가치 / 사용편의성 / 심미성)
되었다.
<표 3 - 분석결과 (비율 - 언급횟수 의미)>

관찰하고 Think aloud 기법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용자의 니즈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냉장고를
사용하는 행동 관찰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최근 어떠한
요리를 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 Task 를

category

비율

Sub category

비율

본질적
가치

45%
(149/328)

기본에 충실

18%

밝은

27%

맛있어 보이는

7%

신선해 보이는

7%

편안해 보이는

8%

요리하고

2%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2 - Contextual Inquiry 과정>
Time

심미성

Contents

10”

Part1 : 프로젝트 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60”

Part2 : Semi - Structured Interview

24%
(78/328)

싶어하는

1) 구매/요리 관련 사용자 행태

사용편의성

2) 냉장고 사용행태

31%

조절

4%

(101/328)

가시성

26%

3) 조명 관련 니즈
30”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는 본질적인 조명의

Part3 : 관찰

가치 즉, ‘기본에 충실한 밝음’이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1) 냉장고 주변환경 관찰 및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냉장고 내부 관찰

“밝은 조명이 조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P4(30, 여자)]”

2) 냉장고를 사용하는 행동 관찰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냉동실은 너무
어두워요. - [P8(56, 여자)]”

3) 분석 방법
모든 Contextual Inquiry 는 녹음/녹화되어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모든 녹음본을 Transcript 한 후, 의미
단위 별로 Open coding 하였다. Open coding 본을
기반으로 Affinity Diagram 을 만들었다. Affinity

두 번째로 중요시 하는 가치는 사용편의성이었다.
여기서의 사용편의성은 냉장고 내부의 음식/식재료가
잘 보이거나 잘 찾을 수 있는 가시성을 의미하며
IT 기능을 활용한 Control 기능도 포함된다.

Diagram 을 토대로 사용자 별 핵심 니즈를 정하고
그룹핑하여 페르소나 도출과 시나리오 발굴에 활용

“자기가 선호하는 조명을 선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P2(29, 여자)] “

하였다.

“냉장고 사용시 안쪽 식료품들은 잘 안보이니까 너무
불편해요. – [P3(39,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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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역할은 음식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이라고 생각해요.– [P4(30, 여자)]”

조명 위치 및 개수추가

세번째로 중요시하는 가치는 심미성이었다. 사용자는

P9

3

사용편의성 (9)

음식/식재료를 맛있고 신선해 보이길 원했고, 눈부심이
없는 편안한 조명을 원했다. 또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조명이 만든 분위기로 요리의 흥미도가 올라가

냉장고 문을 열면 모든
불빛 켜지는 데
에너지낭비라 생각
냉동실 보관량이 많아

P10

요리를 하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4

사용편의성 (6)

냉동실이 많이 어두워
밝았으며 하는 니즈

“어둡고 답답하면 냉장고 문을 닫게 되고 요리하기 싫어져요.
– [P3(39, 여자)
“냉장고 조명은 먹고 싶은 욕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요.
– [P7(53, 여자)]
“채소가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 [P4(30, 여자)]”

4. 냉장고 내상 조명 UX 컨셉 제안–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그림 3]의 사용자 유형별 범주화와 사용자의 반구조화
인터뷰에서 도출된 실제 니즈를 기반으로 페르소나와

2) 사용자 분석
Semi - Structured Interview 중 구매/요리관련 사용자
행태를 통해 실험자들의 요리 관여도를 파악할 수

시나리오를 발굴하였다.
<그림 3 - 사용자 유형별 범주화>

있었으며, Contextual Inquiry 분석으로 실험자 각각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분류할 수 있었다. 실험자 모두는
본질적 가치를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었으므로 분류
기준은 심미성과 사용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요리 관여도를 세로축, 가치(심미성 / 사용편의성 –
횟수 기준)를 가로축에 두고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를 유형별로 범주화했다.

요리 관여도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며, 빈도수와 요리 흥미도를 고려하여
주관적 평가하였다. 사용자 유형별 범주화는 [그림 3]과
같다.
A 그룹 – 요리 관여도 높고, 심미성 가치 중요시

<표 4 - 사용자 별 분석 (괄호는 횟수를 의미함)>
구분

요리
관여도

B 그룹 – 요리 관여도 높고, 사용편의성 가치 중요시
가치분류

Needs

P1

2

심미성 (16)

조명 커스터마이징

P2

1

사용편의성 (7)

야채박스 조명 필요

C 그룹 – 요리 관여도 낮고, 심미성 가치 중요시
D 그룹 – 요리 관여도 낮고, 사용편의성 가치 중요시
4.1 페르소나와 시나리오
A 그룹 (P3, P5, P7) - 요리관여도 +, 심미성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P3

3

심미성 (6)

P4

4

사용편의성
(12)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킬 밝은 불빛

P5

5

심미성 (6)

강한 불빛 보다는 눈에
편안한 조명

P6

3

사용편의성 (7)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절

P7

5

심미성 (10)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반응하는 조명

P8

4

사용편의성 (5)

가시성 향상을 위한

기분 좋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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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 아이를 기르고 있는 김ㅇㅇ씨. 요리하는 것을

레인지에 먹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매일 사용

좋아하고 아이를 위해 주로 요리한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환한 하얀 조명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하는 냉장고의 두번째 칸에는 며칠 전 구매한 디저트와
도시락이 가득 쌓여있다. 까먹지 않기 위해 두번째

좋아지고 요리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 그러나 혹여나 이

칸에만 조명을 주고 다른 쪽 조명은 모두 꺼두었다

불빛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된다. 매일
자주 열어보기에 눈에 편안하고 눈에 건강한 냉장고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조명이라 그런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디저트가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상 조명이었으면 한다.

그래서인지 자꾸 냉장고를 열어보게 된다.

B 그룹 (P4, P6, P8, P9, P20) / 요리관여도 +,
사용편의성

D 그룹 (P6, P9, P2) – 요리관여도 -, 사용편의성

직장인 정ㅇㅇ씨. 직장 일이 바빠 요리할 시간이 없지만,
남편을 위해 요리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냉장고 문을
최근 결혼한 조ㅇㅇ군. 결혼 전에도 요리를 즐겨하여
아내보다 요리가 능숙하다. 냉동/가공 식품보단
원재료를 구매하여 요리한다. 냉장고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재료 확인이 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새로 구매한
냉장고의 냉동실과 야채박스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냉장실보다 순환이 덜 되는 냉동실 선반에 조명이
설치되어 환하고, 야채박스의 조명은 안쪽에 조명이

열고 야채박스를 열면, 냉장고 모든 곳에 불이 들어오기
보다는 야채박스내부에만 불이 들어와 에너지 절감도
되고 무척이나 편리한 것 같다. 지금은 아이들은 모두
분가하고 남편과 둘만 살기에 냉장고의 음식은 항상
적게 구입하고 요리한다. 이 때문에 내가 쓰는 칸에만
불이 켜져 무척이나 유용하다.

있어 깊숙이 위치한 채소도 바로 찾아 쉽게 꺼낼 수

5. 결론 및 향후 연구

있다.

Contextual Inquiry 기법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표출된 니즈를 발견할 수

C 그룹 (P3, P1) – 요리관여도 -, 심미성

있었다. 그리고 이를 범주화 하여 4 가지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사용자 중심의 냉장고 내상 조명
컨셉 방향을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시나리오에 제시된 다양한 냉장고
내상 조명의 기능을 구체화한 프로토타입과 디자인
물을 제작하여, 사용성 / 유용성 / 감성을 테스트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계획이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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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SPPB 테스트 수행에서의 인적 오류로 인한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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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노인의 수술 가부의 결정 혹은 투약 량 결정,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 변화 관찰과 치료 전후의
효과 비교 및 예후 예측 및 중장기적인 건강관리의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인 SPPB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SPPB 테스트를 수행한다.

테스트는 현재 사람이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SPPB 점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본 테스트를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 오류로, 측정값은 조금씩 차이가 나며 그로 인해
SPPB 지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SPPB

측정하게 된다면 인적 오류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테스트에 있어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인적 오류가

본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논문은

SPPB

테스트에

있어서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인적 오류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제어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PPB, Human error, 노인신체기능상태 평가도구
1.2 연구방법

1. 서 론

SPPB

평가

항목인

세가지를

노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측정값을 통해 인적 차이를 기반으로
인적 오류를 도출해내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SPPB(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테스트는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특성의 차이, 불필요한

노인의 신체 기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 중

움직임, 인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 등을 관찰하여
측정값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나로 활용되어왔다. 노인의 큰 사고 요인 중 하나로
낙상이 있다. 낙상사고의 원인 중에는 하지의
균형감각, 근력을 비롯한 신체의 노쇠 등이 있다.
SPPB 는 그러한 노인의 신체 기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이다. 병원에서는 내원한 환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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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운동 기능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다음 3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 균형에 대한 평가, 평소
노인의 개인 페이스대로의 보행 속도, 의자 앉았다

2.1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 평가도구
2.1.1

SPPB(Short
Battery)

Physical

Performance

일어서기. 각 항목은 0 점부터 4 점까지 평가되며 각

SPPB(신체기능 평가 지수)는 미국국립노화연구소

종목에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도에 따라 점수가
높아진다.

(National Institute of Aging, NIA)에서 주관한

균형 테스트는 일반 자세에서 10 초 유지 시 1 점,

다기관 연구인 Established Population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the Elderly(EPESE)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에 가까이 대어 반일렬자세(semi
tandom stand)를 취하여 10 초 유지 시 1 점,

유용하면서 쉽게 측정 가능한 세가지 항목으로

일렬자세(tandom stand)에서 3 초 유지 시 3 점,

구성하여 만든 노인의 신체 기능상태 평가지표이다.

10 초 유지 시 2 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SPPB 테스트는 단순하고 짧은 과정을 거쳐 동작을
직접 측정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 비교적

보행 속도 검사의 경우 4m 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여 그 시간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낸다: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노인의

8.7s 이상 +1, 6.21s~8.7s +2, 4.82s~6.20s +3,
~4.82 +4, 4m, 보행 불가능 시 0 점. 이때 피검사자가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 하는데 항목 당 몇 초에서 몇
분을 넘기지 않지만, 비슷한 다른 테스트(self-paced

평소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였다면 검사할 때에도

walking test)를 통해 얻은 측정값과 비슷한 양의

사용하여도 되며, 걸음 속도는 평소 걷는 속도대로
걷도록 요청한다.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100m 이상의 거리를
걸으며 테스트를 하기 힘든 노인들에게도 측정하여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항목은 피검사에게 가슴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손을 팔장을 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5 회 반복하도록 하여 5 회

또한 SPPB 테스트는 간단한 동작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여 자가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노인들은 SPPB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운동 능력의 상승, 유지,

점수를

악화를 판단하기도 한다.
2.1.2

60s~

+0,

16.7s~60s

+1,

13.7s~16.7s +2, 11.2s~13.7s +3, ~11.2s +4.

기타 평가 방법

노인의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로는

3. 실험설계

SPPB 이외에도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그리고

부여한다:

POMA(Tinetti

Performance

3.1 실험방법

Oriented

검사자가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인적 오류를

Mobility Assesment) 등이 있다.
ADL 은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활동, 보행, 식사,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9 명의 검사자와 2 명의
피검사자(A 75 세, B 76 세) , 한 명의 제 2 검사자를

수면 등을 통해 진단하는, ADL 보다 조금 더

통해

사회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활동으로
진단하는 IADL, 노인의 보행과 균형 능력을

검사자에게 각각 SPPB 테스트를 받았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제 2 검사자는 이 9 명의 검사자가

진단하는 평가방법인 POMA 등이 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테스트를 모두 동시에 테스트에는

그러나 위 평가방법들은 설문조사, 기억에 의존한
정성적인 평가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신체 기능

개입하지 않고 정밀하고 일정한 판단 하에 일관성
있게 측정하도록 하였다. 인적 오류만을 측정하기

측정하였다.

2

명의

피검사자는

9

명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노인의

위하여 환경을 한 곳으로 제한하고 한 공간에서 10

신체기능 상태를 측정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신뢰도가 높은 미국국립노화연구소의 SPPB

더불어

일에 걸쳐 총 한 명당 9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SPPB

자가테스트가

의

특성

가능한

상

점을

측정이
미뤄

용이하여

자가테스트도

진행하였다. 평소의 환경이라면 피검사자 본인의
집이겠지만, 측정을 위해 장소는 한 곳으로 제한하여

2.2 SPPB 평가지표
SPPB 테스트는 테스트 항목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측정을 진행하였다. 피검사자로 75~80 세의 5 명의

움직임들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일상 생활의 신체

노인을 대상으로 테스트 하였다. 더불어 그 자가

- 961 -

© 2018 HCI Korea

Proceedings of HCI Korea 2018

테스트의 측정값을 체크하기 위하여 공통검사자

표 2. 피검사자 B SPPB Gait speed 측정값

1 명을 붙여 그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을 통해
인적 오류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이므로, 테스트를

측정값(s)

제 2 검사자(s)

차이(%)

원활히 완수하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노인을

검사자 1

4.74

4.91

-3.59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특히, 피검사자
중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항목을

검사자 2

5.15

4.94

4.08

검사자 3

5.09

5.27

-3.54

검사자 4

5.27

5.07

3.80

3.2 실험결과

검사자 5

5.34

5.48

-2.62

1) Gait Speed(보행속도)

검사자 6

4.82

4.99

-3.53

검사자 9 명은 각각 2 명의 피검사자를 몇 일에 걸쳐

검사자 7

5.01

5.08

-1.40

같은 공간에서 4m 보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1 을

검사자 8

5.39

5.46

-1.30

통해 피검사자 A 는 각 검사자 9 명에 대해 최소
6.23s 부터 최대 8.77s 까지 다른 결과값을 보였다.

검사자 9

5.45

5.49

-0.73

수행하지 못하는 대상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모두 공통적으로 같이 측정한
한 명의 검사자는 최소 6.12s 부터 최대 8.67s 까지의
측정값을 보였다.

B 의 4m 보행에 걸린 시간을 제 2 검사자가
4.91~5.49(s), 각 검사자가 4.74~5.45(s), 오차는
평균 2.7% 정도로 측정되었다.

표 1. 피검사자 A SPPB Gait speed 측정값

측정값(s)

제 2 검사자(s)

차이(%)

검사자 1

6.55

6.12

-7.03

검사자 2

6.23

6.91

9.84

검사자 3

7.84

6.86

-14.29

검사자 4

8.36

8.14

-2.70

검사자 5

7.25

7.48

3.07

검사자 6

7.72

7.7

0.25

검사자 7

8.77

8.67

-1.15

검사자 8

6.43

6.2

-3.71

검사자 9

7.13

6.98

-2.15

자가테스트의

경우에도

오차

2~6%의

오차를

보였으며 검사자의 테스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1. 피검사자 A, B 의 측정값 오차(Gait speed)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첫째, 사람들에 따라 다른 미묘한 스톱워치의

9 명의 검사자가 측정한 값의 평균은 7.36, 동반하여
같이 측정한 제 2 검사자가 측정한 A 의 측정값은

체크타이밍이다. 사람에 따라 목표지점에 도착하는

7.22 로 평균의 차이는 1.88%였다. 반면 각 측정값에

순간의 체크타이밍의 차이가 인적 오류를 만들었다.

대해 오차는 평균 4.9%, 최대 14.29%까지
발생하였다. 제 2 검사자는 매번 같은 타이밍과 같은

둘째, 피실험자가 노인이어서 시작 신호와 함께
시작을 하지 않고 한번 길을 훑어보고 출발하는

기준으로 최대한 정확한 측정을 해왔고, 나머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하지 운동 능력과 관계없는

검사자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기준으로 각개인의
정확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움직임으로, 측정에 있어서 측정 시작시간에 인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측정하여도 사람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는 결과를

셋째, 자가테스트에서는 노인의 스톱워치 동작으로

얻었다.

인한 불필요한 움직임이 더해져 시작, 종료 시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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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항목에서 발생한 인적오류

2) Standing from a chair(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인적오류

보행속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2 명의 피검사자가
9 명의 검사자에게 테스트를 받았으며 결과 오차 값은

정확한 시간 체크의 어려움

다음과 같이 큰 폭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Gait Speed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인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검사자마다 앉는 순간을
체크하는 시간이 미묘하게 달랐음을 확인할 수

인적오류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0.1~0.3 초의 측정 차이를

Standing from a

만들었고, 사람이 시작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차이와
더불어 크게는 1 초의 측정 차이를 발생시켰다.

chair

정확한 시간 체크의 어려움
자가 테스트 시 취해야 하는

Standing balance

올바른 측정 자세

4. 결론 및 향후 연구
SPPB 테스트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고, 혼자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일 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활용되는데, 1~2 초의 차이로 SPPB 테스트 값이
변하는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로 그 측정
시간이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SPPB 테스트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들은 디지털을
접목시킨다면

그림 2 피검사자 A, B 의 측정값 오차(Standing from a
chair)

해결

가능할

것이다.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SPPB 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노인
스스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여 자신의 현 상태를

3) Standing balance (균형평가)

정확히

균형 실험의 경우 각 동작의 성공 여부를 통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축적/분석한다면 꾸준히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 체크도 가능할 것이다.

획득하는 방식이어서 검사자의 측정에의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검사자가 발을 붙이는

향후,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한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피검사자들은 검사자가

있는 보조적 수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그
신뢰성, 정확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시하는 동작을 정확한 기준에 못 미치게
수행하기도 하였고, 그 정도에 따른 차이는 주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것을 전자화,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가 테스트에서

자동화하여 인간의 인적 오류로 인한 측정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기계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더 큰 인적 오류로 연결되었다. 자가테스트에서는
본인이 검사자이자 피검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자 한다.

동작을 맞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정확하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였지만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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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시장은 꾸준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요약문
기존의

보드게임은

아날로그(analog)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해 진행되며 이는 정신적 능력
만을 다져주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보드게임에
디지털(digital)과 엑서게임(Exergame)요소를 가미시켜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을 제작하였다.

game,

Exergame,

대해서 기대 가치를 높이고 있다. 현재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전 보드게임의 경우 논리적인 판단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요하며, 그 외에도 수학적
사고력, 타인과의 소통ㆍ배려하는 사회성 등
정신적인능력을 향상 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1] 이렇듯 보드게임은 정신적 능력을 다져주는

주제어
Board

보드게임은 단순한 레저ㆍ오락을 넘어 다양한 효용성에

Affordance,

Tangible,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근력,
지구력 등의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효용성을 보여준

Wearable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 론

본 논문은 보드게임을 통해서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보드게임은 주사위, 카드 등의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게임의 한 종류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갔고 진화해온 오래된 놀이문화이다. 10 년전
보드게임의 전성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즐겼으나 오늘날에 들어선, 인터넷 기반 게임시장의

보드게임인 ‘마라카스(MARACAS)’(이하 마라카스)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엑서게임(Exergame)
기존의 식상한 게임 방식을 벗어나 실제 움직임을 통해

확장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추억의 산물이 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는 보드게임만의 재미는
디지털 게임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잡으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감형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체감형 게임의 응용
분야로서 게임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통해 게임적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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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노린 엑서게임
(운동(exercise)+게임(game)의 신조어)이 많은 인기를

4. 게임 구성
4.1 디바이스(device)

모으고 있다.
90 년대 체감형 게임인 DDR(Dance, Dance
Revolution)이 인기를 끌며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엑서게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그 예로 닌텐도 will 가
있다. 닌텐도 will 는 비교적 낮은 그래픽과 단순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신체 전체를

그림 3 마라카스 형태를 한 운동량 측정 장치

활용하는 게임 구성은 남녀노소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라카스는 이 점을 착안하여 신체 전체를
활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2.2 어포던스(Affordance)

그림 4 다양한 신체부위 착용 사진(머리,허리, 다리, 팔)

그림 3 은 ‘마라카스’ 게임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이다.
디바이스의 형태는 야자나무의 속을 파내어 만든

그림 1 어포던스 개념도[1]

민속악기인

마라카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

어포던스(affordance)란 심리학 용어로 ‘행동 유도성’을

플레이어는 디바이스를 특정 신체 부위에 장착하고 춤을

뜻하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이 상대로

추게 되며, 디바이스는 플레이어의 운동량을 측정해준다.
장착하는 몸의 부위는 각 부위가 적힌 주사위를 굴려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를 하게끔 유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마라카스는 플레이어가 제공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몸의 운동량을 측정하게 된다. 이때 게임
스토리상 몸의 운동은 ‘춤을 춘다’라는 의미가 부여되며
이를 측정하는 디바이스는 ‘마라카스’라는 악기를
형상화 하였다. 이러한 형태적 의미 부여는 어포던스가

정하게 된다. 이렇게 손 뿐만 아니라 머리, 허리, 다리
등의 다양한 신체부위에 장착해 운동량을 측정하여
개인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운동량 차이를
극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되어 플레이어가 게임과 상호작용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4.2 마라카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3. 게임 컨셉
게임의 재미와 몰입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게임의
컨셉은 인디언 문화에서 착안하였다. 스토리라인은
다음과 같다. 게임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두
인디언 부족이 된다. 인디언 부족은 국경선에 다리를
지으며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게 된다. 영토 확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인디언들은 풍작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춤을 춘다.
이 스토리라인은 플레이어에게 디바이스를 통하여 ‘춤을
춘다’는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 Application GUI

디바이스로

측정한

운동량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며 게임머니로 사용된다. 게임은 다리를 짓고
부수는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이때 다리를 짓고 부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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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게임머니가 필요하며, 총체적인 게임머니의
관리 및 계산은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하여

1) 참여 및 관심의 정도 : 신체활동을 통해 진행되는
게임(엑서게임)은 플레이어의 참여도와 관심을 더 향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게 된다.

시킬 수 있는가.
2) 어포던스가 게임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 : 어포던스를
적용함으로써 참여도와 활동량이 증가되는가

4.3 기타

그림 8 실험 진행 장면 (좌 : 마라카스, 우 : 카후나)

그림 6 보드게임 MARACRS

그 외에 게임보드판과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리, 영역표시를 위한 텐트,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를
착용할 신체 부위를 고르기 위한 주사위가 필요하다.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중인 20 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15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연령은 평균
26.1 세 (SD = 3.32)였다.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사한 규칙의 게임 두 개를 제공하여 수행하게

5. 게임 시나리오

한다. 이때 한 게임은 엑서게임 요소가 적용된
‘마라카스’이며, 다른 하나는 마라카스와 규칙이

게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유사하지만

엑서게임

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보드게임이다. 게임을 하기에 앞서 각 게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설문을 수행한다. 설문이 끝나면 게임
규칙을 실험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15 분간 각 게임을
플레이하게 한다. 게임 플레이가 끝나면 두 게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7. 실험결과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사용자 테스트의 표본은 다소
적었으나 마라카스에 대해 주목할만한 의견을 찾을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 중 대다수는 두 게임 중 마라카스를
선호하였다. 특히

그림 7 Game scenario

6. 실험설계
두가지 범주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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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즐길 수 있으며 운동성
향상에 더욱 초점을 두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운동량
증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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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지능형 소셜 로봇에 대한 IT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소셜 로봇이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로봇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쉽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아기 도식을 통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능형
소셜 로봇에 적용 가능한 형태적 요소를 샘플링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가정용 로봇, 지능형로봇, 소셜로봇, CUTENESS,
귀여움, BABYSCHEMA, 아기도식

1. 서 론
최근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형 소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9 년 출시된 AIBO 를 필두로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
페퍼(PEPPER)와 가정용 로봇을 표방한 지보(JIBO)가
잇따라 시장에 공개되었다.[1]
로봇은 이제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공존하는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IT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지능형
소셜 로봇의 대중화는 늦춰지고 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로봇과 인간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2][4] 로봇이
인간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간극화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소셜 로봇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형태적 요소에 귀여움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귀여움은 이미 광고와 서비스 업계의
중요한 산업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헬로키티,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 산업이 있으며, 1938 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2250 만대를 판매한 폭스파겐사의
‘비틀’ 역시 귀여움의 전략이 적용되었다. 최근 1 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귀여운 대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또한 귀여움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14] 인간의 귀여움에 대한
선호는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로봇이 더욱 쉽게 인간과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3]

2. 본문
2.1 소셜 로봇의 개념
지능형 소셜 로봇이란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며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한 로봇이다.[5] 즉 사람 혹은
다른 대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을 말한다. 기존의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며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에 한정되어있었으나 최근 정신적인 교감이
가능한 지능형 소셜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귀여움의 힘
귀여움이란 근본적으로 아이 같음을 의미한다.
1970 년대와 1990 년대 사이에 귀여움을 활용한 산업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급속도로
팽창했다.[6][7]
디어드리 배릿(Deirdre Barrett)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귀여움을 식욕, 섹스, 복수 심리와 더불어 인간이
저항하기 어려운 자극으로 분류한다.[8] 또한 귀여움이
주는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이나
마약을 했을 때와 쾌감과 비슷한 감정을 유발한다.
따라서 귀여움을 활용한다면 인간과 로봇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대상에게 감정적인 애착을
느끼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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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기도식
귀여움의 특성은 아기 도식 (Baby Schema)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특정 유아
특성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동시에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제안했다. 작은 몸집,
큰 머리, 둥근 얼굴, 큰 눈, 작은 코와 같이 아기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다른 대상에서 발견하면 보호
본능과 귀여움을 느끼고 동시에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반응은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까지 무의식적으로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소셜 로봇 중에서도 지보(JIBO)나 LG 의 가정용
허브(Hub) 로봇과 같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정을 표현할 수 있어, 아기 도식이 활용 가능한
로봇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확인을 위한 샘플링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냅(Napp)의 분류 중 형태적 요소를 추출하였다.[9]
그중에서도
로봇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인
눈과 입을 활용하였다. [10]
표 1. 냅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요소

눈썹
눈
형태적요소

얼굴

입
코
귀

또한 멜라니 글로커(Melanie L. Glock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원의 중점을 기준으로 눈과 입의 크기 그리고
하관과 이마의 길이를 각각 조절하였다. 최종적으로
아기 도식을 낮게 적용한 이미지(A,B)와 아기 도식이
높게 적용된 이미지(E,F) 그리고 그 둘의 중간 값(C,D)
으로 제작된 6 가지 샘플링 이미지를 제작하였다.[11]
표 2. 맬라니 글로커의 아기도식 정도 조절 기준

그림 1 콘라드 로렌츠의 아기도식(Baby Schema)

3. 아기도식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귀여움과

선호도의

3.1 설문 대상자 선정과 가설 설계
지능형 소셜 로봇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된 본 실험은 총 2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수는 20 대 남,
여 각각 10명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설은
아래와 같다.
① 아기 도식의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귀여움을

high
baby
schema

눈의

입의

하관

이마

크기

크기

길이

넓이

↑

↓

↓

↑

↓

↑

↑

↓

low
baby
schema

느끼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② 아기 도식의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③ 귀여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호감을 느끼는
정도도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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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아기 도식을 활용하는 것이
대상에게 귀여움을 느끼게 하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특징적 요소를
적당한 간격과 비례로 구성하는 것 또한 대상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기 도식을 활용한 형태적 요소가 지보(JIBO)나
허브(Hub) 로봇과 같이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소셜 로봇에 활용된다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로봇에게
가지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호감을 느끼게 할 수
그림 2 아기도식(Baby Schema) 정도를 조절한 6가지 샘플링

3.2 실험 결과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아기
도식이 낮게 적용된 이미지(A)에 대하여 귀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2%는 해당
이미지에 대하여 낮은 호감도를 표시했다. (A)이미지에
대하여

귀여움과 호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7%에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얼굴의
형태적 요소를 추출하여 소셜 로봇에 활용 가능한
귀여움과 이에 대한 호감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차후 디자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량적 실험만을 사용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적었으며, 한정된 연령층과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형태적 요소 외에 소셜

불과했다. 반대로 응답자의 52%는 아기 도식이 높게

로봇에 적용 가능한 움직임, 표정 등 다양한 행동적
요소가 결합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활용된

기대한다.

이미지(F)에

대하여

귀여움을

느꼈으며

응답자의 40%는 해당 이미지에 대하여 높은 호감도를
표시했다. 귀여움을 느끼는 정도와 호감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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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해주고, 주변이 어두우면 화면을 어둡게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의 눈의 피로도를 줄이고,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많은 모바일 기기들이 주변

가독성을 높인다.

밝기를 고려하여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하는
자동화면밝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화면밝기

자동화면밝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 [1]는

기능은 사용자가 일일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주변 밝기와 사용자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화면

수고를 덜어주는 편리한 기능이다. 하지만 단순히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는 주변
밝기와 색 온도를 고려하여 화면 밝기 및 디스플레이

주변 밝기만을 고려하여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사용자의 나이, 사용 OS 등 개별적인 특성과

색 온도를 조절하였다. [3]는 어두운 환경에서 색상뿐
아니라, 브라우저 등의 배경 색상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4]는 주변

현재 걷는 중인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 중인지 등
상황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371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약 78%의

밝기에 따라 화면의 밝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사람들이 자동화면밝기 기능을 사용하면서 종종

브라우저의 색상을 변경하여 QoE 를 증가시켰다.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자동화면밝기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밝기가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화면 밝기 정책을

기능의 만족도 차이를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걷는 중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서 자동화면밝기 기능을 불편해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면밝기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출한 뒤, SVR 을 이용하여

화면이 밝아야 한다. 또한 기프티콘 앱과 같이 바코드
또는 QR 코드 화면에 표시하는 앱의 경우에는 주변

각 사용자 별로 필요한 화면 밝기를 평균 89%의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밝기와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 밝아야 한다.
사용자에 따라서도 원하는 화면 밝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주제어
스마트폰, 화면밝기, 설문조사, SVR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

1. 서 론

때문에 발생하는 눈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주변 밝기만을 고려해서는 반영할 수

최근 출시된 모바일 기기에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없다.

장착된 경우가 많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높은
가독성으로 인터넷 브라우징, 문서 읽기, 게임 등을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모바일
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371 명을

디스플레이는

하에서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화면

사용자들이 어떤 경우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밝기 조절 기능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확인하였으며,

사용자들이

다양한

조명

밝기를 제공한다.

어떤 인자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동 밝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는 주변 밝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지 추출하였다.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밝기와 추출한 인자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자들의 QoE 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변이 밝으면 화면 밝기를 밝게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6 명의 사용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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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할

때,

인자들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타

수집하였다.
이를
SVR(Support
Vector
Regression)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한 결과

제조사의 스마트폰 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이

해당 인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자들이 필요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화면 밝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동 밝기에 주 1 회 이상 불만을 느끼는 비율은
56%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동 화면 밝기에 불만을

2. 설문 결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나이 및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른 자동 밝기
불만족 수준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243 명, 오프라인 128 명, 총 37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10 세에서 40 세를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화면 자동 밝기의 만족도는 얼마나

그림 2
경우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따라 리커트 스케일로
응답을 받았다.

상황에 따른 자동화면밝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스마트폰의 자동화면밝기

그림 2 은 어떤 상황에서 자동 화면 밝기가
만족스럽지 못한지를 물어본 질문이다. 그림 2

기능에서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은 78%였고, 매일

(a)에서 보듯이 밝은 태양 아래서나 어두운 밤,

1 회 이상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도 35%에 달했다.
흥미롭게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나이와

순간적으로 밝기 변화가 있는 환경에서는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이 만족스럽지

스마트폰

밝기의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자동 화면

만족도가 달라졌다. 나이가 어릴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빈도가 높았는데, 그림 1 (a)는 나이 대 별로

밝기 기능이 주변 조도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하는데도, 제대로 주변 밝기를 반영하여 화면의

불만족 수준에 대해 리커트 스케일로 응답한 결과를

밝기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균한 값이다. 나이대가 어릴수록 기기에서
제공하는 자동 화면 밝기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사용자의 나이와 상황 별 자동 화면 밝기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51 세 이상 오히려 불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그림 2 (b)는 특정 시간에 따라서 자동 화면 밝기

일주일에 1 번 이상

운영체제에

따라

자동

화면

보이지만, 해당 연령대의 응답자 수가 4 명 밖에
안되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는

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를 물은 질문이다.
64%의 응답자가 기상 시간, 식사 시간 등과 같은

어렵다.

일과 중 특정 시간에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이

그림 1 (b)와 같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서도
불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달려졌는데,
애플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AOSP 의
자동화면밝기 기능은 현재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에

스마트폰의 경우 타 제조사의 스마트폰보다 불만족을

따라서 밝기를 다르게 조절한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느끼는 경우가 리커트 스케일 응답의 평균값으로
비교한 결과 약 0.5 점 가량 낮았다. 나이에 따른

따르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화면 자동 밝기 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불만족 정도 차이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스마트폰과

시간은 개인별로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사는 시간을

다른 제조사의
불만족스러움을

고려한 개인화된 자동 화면 밝기를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이에 어떤 경우에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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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는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따라 화면 자동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밝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동 중에 자동 화면

선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다. 둘째,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 )를 사용하는 것이다. 의사

밝기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걷는

결정 트리는 입력 변수를 계속해서 여러 구간으로

중에는 모바일 기기의 가독성이 떨어지는데[5],
가독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화면의
밝기를

분할하여 트리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낸다. 셋째,
SVR(Support Vector Regress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높여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6]. 모바일

SVR 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회귀 기법이다.

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와 iOS 는 현재
사용자가 걷고 있는 중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입력 공간과 관련된 비선형 문제를

충분히 사용자가 걷는 상황에서는 화면의 밝기를

고차원의 특징 공간에서의 선형 문제로 대응시킨다.

보다 밝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 ε-intensive loss
function 을 도입하여 회귀 문제에 적용한 것이 바로

그림 2 (d)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화면 밝기가

SVR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넷째,

MLP(Multi-Layer

Neural

Nework)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공신경망은 생물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기법으로 네트워크를

그림에서는 카테고리들 중 불만족 수준이 높았던
상위 5 개 카테고리만 표시하였다. 사진/동영상 앱과

구성하는 뉴런 사이의 가중치를 조절하여 모델을

웹 브라우저의 경우 화면 밝기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학습한다. 이 중에서 적합한 알고리즘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응답이 높았다. 사진/동영상 앱은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밝은

선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장

화면이 필요하다. 반대로 웹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정확한 모델을 생성한 것을 선택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4 가지 알고리즘을

하얀 화면이 어두운 밤에 사용자들에게 눈의 피로를
주는 경우가 많다[4]. 그러므로 밤에 웹 브라우저를

비교하여 생성된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화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앱 보다 밝기를 어둡게 해야

밝기 모델에 가장 적합한 학습 기법은 SVR 임을 알

한다.

수 있었다.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1 절에서
다룬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화면 밝기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밝혔다. 많은 응답자들은 주변 밝기,

3.2 인자 결정 및 전처리

하루 중 특정 시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상태,

앞서 2 장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추출한

사용중인 앱에 따라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자동 화면 밝기 조절 기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화면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주변 밝기, 현재
시간, 사용자의 상태, 앱으로 총 4 가지이다. 주변

응답하였다. 또한 사람에 따라 자동 화면 밝기 조절

밝기는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하였다.

기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달랐다. 따라서
앞서 밝힌 인자들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스케일된 값은 휘도(lux)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lux 가 0 이면 0, 10000 이상이면 1 로 하였다.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시간은 아침(03 ~ 09 시), 오후(09 ~ 15 시),

3. 구현

저녁(15 시 ~ 21 시), 밤(21 ~ 03 시)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분된 상태는 독립적인 0 과 1 의

구현은 화면 밝기를 조절할 때의 정보(주변 조도,
시간, 사용자의 상태, 사용중인 앱)을 수집하여

플래그로

서버로 전송하는 안드로이드 앱과, 전송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

현재

시간이

범주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one hot encoding 을 통해
입력으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화면 밝기는
종속변수로 0 에서 255 의 정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3.1 알고리즘 선택
최적의 화면 밝기 모델과 같이 실수 형태의 값을
모델을
만드는
한다. 그리고 이에

표현하였다.

13 시라면, 아침, 저녁, 밤은 0 의 값을 가지고, 오후는
1 의 값을 가진다. 사용자의 상태와 앱 사용 정보는

학습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화면 밝기를 예측하는
파이썬 기반의 서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예측하기
위한
회귀(regression)라고

이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것을
주로

데이터 수집은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통해 이뤄졌다.

사용되는 알고리즘에는 4 가지가 있다. 첫째, 선형

안드로이드 앱은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동작하며,
사용자가 화면 밝기를 변경하였을 경우, 현재 조도,

회귀가 있다.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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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사용자의

상태,

현재

Foreground

5. 결론

에서

작동하는 앱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사용자의 상태는
구글의 Activity Recognition API 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재 스마트폰의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단순히 주변 조도만을 고려하여 화면
밝기를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수집된 데이터는 매일 자정에 서버로 전송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에서 python 기반의 sklea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해 어떤 인자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화면 밝기를
결정하는 요인인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들과
사용자들이 원하는 화면 밝기와의 관계를 SVR 을

4. 평가

이용하여 사용자 별로 생성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밝기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사용자들이 원하는 화면 밝기를 예측하였다. 다만
현재 SVR 모델은 서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6 명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앞서 3 주일 간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마지막 1 주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가 있고, 서버 비용이 발생한다.

데이터는 실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정확도를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화면
밝기를 모바일 기기에서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증하는 용으로 사용하였다
4.1 알고리즘 별 정확도

연구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회귀에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선형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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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불편했던 점으로 일상 사용 환경에서 음성

요약문

인식의 미흡이 56.7%, 기기와 자연스러운 연결형

본 논문은 스캐터랩의 감정 분석 인공지능 개발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메시지

대화 곤란이 45.7%로 조사되었다.[1] 즉, 현재

데이터를

AI 스피커는 사람과 기기 간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만족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계학습 고도화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이처럼 사람이 지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광고,

스캐터랩의 초기 서비스인 Textat 과 Ginger 를
중심으로, 서비스 사용 및 데이터 처리 절차에서

영화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매우 높아졌지만 실제

나타난 사용자 경험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어떤

사용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람들의 일상

영향을

언어를 이해 못하는 현상이 여럿 발생하고 있고, 이에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스캐터랩의

서비스 사례를 데이터 수집-레이블링-분석-활용의

따른 실망감은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

4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편, 국내 스타트업 중 하나인 스캐터랩은 메시지

데이터 수집 및 기계학습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정 분석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용량의 사용자의 메시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계 학습시켜 일상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
성공하였다. 스캐터랩은 2015 년 투자 시리즈 A 를

주제어

통해 소프트뱅크벤처스와 KTB 네트워크로부터 13 억

데이터

수집,

머신러닝,

스캐터랩(ScatterLab),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이는 곧, 일상 대화를 위한

Textat, Ginger

인공지능이 양질의 일상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을 알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1. 서 론
최근

메시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AI

서비스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제한점을

스피커, 챗봇 등으로 서비스화되어, 현대인의 일상

극복하고,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감성

생활에 빠르게 녹아 들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AI

중심의

스피커 이용자들이 구매 전 기대했던 기능으로 쉽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편한

음성인식(46%),

일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대화(23%)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1] 실제로 KT 기가지니의 경우,

2. 이론적 배경

감성채팅이 30%로 이용되었다고 한다.[2] SKT
누구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거는 말 중 45%가

2.1 데이터 사이즈와 기계학습

일상적 대화라고 밝혔다.[3] 즉,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다고 할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의 ‘unreasonable effect’는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I 스피커의

지난 수년간 널리 논의되었다[4][5]. 또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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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많은 혁신들은 알고리즘의 진보가 아니라

서비스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용자 확보의

고품질 데이터 세트의 가용성에 의해 일어났다고

성공을 이루었다.

제안되기도 하였다[6]. 이렇듯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형 메시지 데이터 수집하고,

최첨단 기계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감정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캐터랩 사례를

필수적인 요소라 강조되었지만, 좋은 데이터셋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사용 및 데이터 처리

일반적으로 독점적이며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절차에 나타난 사용자 경험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보인다. 따라서 도메인 별 데이터 세트를 소유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것이 기계학습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특히 다수의 사용자를 통해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는 경우 ‘더 많은 사용자 -> 더

3. 연구 방법

많은 데이터 -> 더 좋은 알고리즘 -> 더 나은

본 논문에서는 스캐터랩에서 출시한 2 가지 서비스를

제품/서비스 -> 더 많은 사용자’의 선순환을 이룰 수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용자 메시지 데이터 수집과

있어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셋 확보의 선순환의 사례

기계학습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

중

분석 대상인 스캐터랩의 2 가지 서비스는, ‘Textat’,

하나인

‘남녀간의

스캐터랩은,

자사의

감정분석’이라는

서비스를
가치를

통해
내세워

‘Ginger’ 로 특징은 다음 표 1 과 같다.

초창기부터 막대한 사용자를 모아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표 1 스캐터랩의 서비스 및 특징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감정 도메인 분야 서비스를 특화시켜

서비스명

추가적인 유저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Textat

했다.

서비스 특징
- 2013 년 2 월 출시
- 메신저 대화를 기반으로 남녀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는 서비스

2.2 감정인식

- STEAM 을 감정 분석 모델로 활용

인간의 감정(emotion)은 신체적 반응을 수반하는

Ginger

강렬할 느낌을 말하는데[7], 기존의 감정인식을 위한

- 2015 년 2 월 출시

연구에서는 생체 신호, 음성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 메신저 대화를 기반으로 감정이나

주를 이루었다. EDA(Electro-Dermal Activity)를

상황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활용한 감정 변화 측정에 관한 연구[8], 심박수와

말이나

기쁨의 관계를 정리한 연구[9], 손가락 온도와 화남,

서비스

두려움의 관계를 다룬 연구[10] 등이 있었다. 하지만

- 폐쇄형 SNS 인 비트윈과 연계

행동을

제시하는

챗봇형

이러한 연구들은 특수한 장비를 활용하여 인간의
생체 반응을 관측하였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4. 연구 결과

한편 비 침습적 방식으로써,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4.1 텍스트형 대화 데이터 수집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SMS

스캐터랩의 2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를

공통적으로 텍스트형 메시지 데이터를 시스템에

기반으로 사용자 감정을 추론하였으며[11], 감정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메시지 데이터 수집을

매핑되는 키워드와 히스토리, 의미정보를 이용한

위해 사용자가 소유한 스마트폰의 SMS 는 물론

감정 인식 연구[12] 도 이루어졌다.
비

침습적

스캐터랩은

방식인
남녀

텍스트
간의

카카오톡, 라인, 비트윈과 같은 대다수의 사용자가

분석기법을
메신저

활용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대화내용을

한다[그림 1]. 사용자는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이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분석하였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시스템이

드러나는 키워드 분석은 물론 각 대화의 형태소를

대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게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맥락과 패턴을 추출함을 통해

된다.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감정정보를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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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다른

메신저

서비스들과의

제공이라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차별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

발생한다. 실제 메신저로서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활용된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서비스
차원에서 처리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4.2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링

분석하고 활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캐터랩의

두

서비스는

‘Textat’, ‘Ginger’는 대화 데이터 수집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데이터를

감정적 친밀감의 정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

업로드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Textat’은 대화를 나눈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설문을

극복한다.

통해 수집한다[그림 2].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지,
비슷한 점이 많은지, 친분정도 등의 정보를 설문을
통해 수집함으로써 대화 상대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그림 1 다양한 종류의 대화 데이터 타입 입력.

정보를 추가하게 된다. 반면 Ginger 는 대화 상대가
연애 대상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메시지 데이터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라는 맥락정보를
갖게 된다.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수인데, 스캐터랩의 서비스는 대화 메시지 데이터
레이블 중 하나인 대화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계
정보를 대화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레이블링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충족한다. 데이터 수집만큼 큰 수고를
동반하게 되는 데이터 레이블링 과정을 사용자에게
위임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시스템의 데이터
평가단계를 줄이거나, 일반화된 대화맥락 정보의
실제 맥락과의 일치도를 높이고 데이터 파편화를

(좌 – Textat 은 사용자가 각 메시지 데이터를 메신저에서

줄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우 – Ginger 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메신저와 연동된 이후 실시간으로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

그림 2 설문 기반 레이블링 작업(Textat)

‘Textat’은 대화 메시지 데이터를 SD 카드 혹은
이메일을 통해 분석 데이터로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때

사용자가

대화

데이터를

메신저

혹은

SNS 앱으로부터 추출하고 분석 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Ginger 는
이러한 단계를 없애기 위해 기존에 대화가 이뤄지는
메신저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 받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렇듯 스캐터랩은 자사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사용자가

자동데이터
직접

수집의

데이터

방식을

활용을

활용한다.

승인하더라도

Textat 의 경우 데이터 추출, 등록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Ginger 는 사용자의 승인 단계가 곧 데이터

4.3 데이터 분석

수집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데이터 수집단계를
축소시켰다. 이는, 절차의 축소는 물론 데이터 수집의

사용자의 직접적인 대화 데이터 입력 및 실시간

자동화에 따른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설문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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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정보와

함께

형태소에

따라

분석된다.

위시정보를

위시리스트에

저장할

수

스캐터랩의 서비스는 패턴 종류를 축소하기 위해

있다(위시리스트). 이외에도 사용자 및 상대방의

대화 내용 별, 대화 맥락 별 기준을 통해 패턴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보를

축소한다(패턴 축소와 관련된 알고리즘은 본 논문의

인식하고, 부정적인 정보의 언급을 줄이도록 유도할

범위를

수 있는 등(어드바이스) 대화 상대와의 다양한 감정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축소된

패턴을

바탕으로 대화내용의 패턴을 인식하는데, 이 때 각

관련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한다.

맥락별로 일반화 가능한 수준(100 회) 이상으로

스캐터랩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등장한 패턴을 기준으로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

데이터를 제공할만한 인센티브를 다양한 형태로

여기서, 스캐터랩은 대규모 데이터 셋을 데이터

제공한다. 이처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일반화를 위해 사용한다. 데이터 셋이 적은 경우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개입되어야 하는 개인화

데이터를 일반화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데이터의

서비스를 실현한다면, 사용자 개입을 통한 데이터

의미를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캐터랩은 다수의

수집 및 레이블링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자로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서비스의 성공은 물론

얻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시킨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단일 사용자의

기계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셋 확보에도 큰

맥락 정보 일반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의

기여를 하게 된다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되므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5. 결론 및 의의
본 논문은 스캐터랩 사례를 중심으로 텍스트 형

4.4 데이터 활용

메시지 데이터 기반 감성 중심 인공지능 개발사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팅 내용과 채팅 형태, 상황에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레이블링-분석-활용의

대한 정보가 도출된다. 채팅 내용은 주요 키워드,

측면에서 ‘Textat’, ‘Ginger’ 서비스를 분석하였으며

말투, 주제를 포함하고, 채팅 형태는 답장시간,

이를 통해 텍스트 타입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학습을

메시지 길이를 포함한다. 상황평가 정보는 컨디션,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된 전략은 다음과 같다;

기분, 생활패턴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스캐터랩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자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입력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대화 데이터 타입을
제시하여 선택의 범위를 넓혔으며, 2) 사용자의

스캐터랩의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 접근 권한 승인 이후의 데이터 수집 절차를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소화

Textat 의 경우 애정도 분석, 호감도 분석, 친밀도
분석

등을

포함하는

감정분석에

대한

위한
개입할

기반하여 서로 어떤 관계인지, 또는 어떠한 감정을
연애상대로

여기고

인식하고,

상황정보에

설문을

통해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로서의

콘텐츠를

메시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통한 기계학습 고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및
상황정보를

선제적인

본 논문은 스캐터랩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내용의 가치를 평가하고 필요 정보를 카드 형태로
생활패턴을

작업을

도모하였다.

Ginger 의 경우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팅

기분,

레이블링

콘텐츠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서비스의 선순환을

제공하기도 한다.

컨디션,

수집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있을까요?'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상담 정보를

상대방의

데이터

제공하여 사용자와 데이터를 유입시켰다. 5) 충분한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관계배지’로 나타낸다. 또한,
잠재적

실시간

사용자가 직접 실시 하도록 했으며, 4) 사용자가 직접

제시한다. 또한 특정 상대방과 사용자의 대화내용에

당신을

자동화하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기계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복수의

파라미터를 일별, 주별, 월별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상대방님이

및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함하는

스캐터랩과 같은 사용자 데이터기반의 서비스를

해당하는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물론 양질의 데이터셋 기반의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모니터링). 사용자 및

기계학습을

상대방이 가고 싶은 장소,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연구하는

기관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을 포함하는 위시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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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의약품 복용행태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서비스 콘셉트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IT기술발달로 스마트헬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2. 관련연구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Wang 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알맞은 서비스를 제안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알약을 촬영하면 해당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위해 의약품 복용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

또한, Thinnukool 은 광학 문자 인식(OCR)기술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니즈(needs)를

도출하여

2가지

의약품

바탕으로 의약품 라벨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고안하였다[5]. 이와 같이 기술의

서비스

발달은 의약품 관련 서비스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콘셉트를 제안하였다.

3. 이론적 배경

주제어

동기 심리학

의약품 복용, 사용자 유형, 사용자 니즈, 애플리케이션,

Stickdorn 은 그의 저서에서 서비스 디자인 사고와

서비스, 디자인 콘셉트, 챗봇, UX, HCI

동기 심리학의 통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5]. 서비스

1. 서 론
스마트헬스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산업 융합을 통해

디자인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동기를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접점에서 동기를

새롭게 주목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1].

부여하는 상황이나 이들의 의욕을 꺾게 만드는

현대인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사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5]. 이처럼 의약품 서비스 콘셉트를 도출을
위해

스마트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용자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동기부여적 행동과 탈동기적 행동을 중심으로 사용자
니즈(needs)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생활의 중심 영역이
되면서, 의료 전문 지식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공유,

4. 연구목표

확산이 되고 있다[2].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T기술 발달은 의약품 복용 과정에서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 향상과 지식 습득방법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거타입, 약 복용타입
등과 같은 상황적 맥락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양화를 이끌어 내었다 [3].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있지만, 사용자들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도출해 낸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도출한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갈수록 건강 및 의약품 정보에 대한

IT 기술을 접목한 구체적인 서비스 콘셉트까지

접근이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미루어 보아, 사용자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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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6.1 사용자 유형
-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용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명의 일반인과 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기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심층

주거타입에 따른 유형

표 2 은 참가자의 주거타입에 따라 의약품 보관 행태
또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거 타입은
(A1)1 인 가구와 (A2)다인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A1)은 현재 본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비약의

5.1 참가자

종류와 상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반면, (A2)는
상비약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1과 같이 12명의 참가자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표 1 . 참가자

표 2. (A)주거타입에 따른 의약품 보관 행태의 차이

번호

성별

나이

직업

거주형태

비고

P1

남

26

대학원생

1인가구

장기복용

P2

여

26

대학원생

1인가구

장기복용

P3

여

34

디자이너

다인가구

임산부

(A1)

P4

남

27

대학원생

다인가구

-

1인

P5

남

35

개발자

다인가구

-

가구

P6

여

34

디자이너

다인가구

-

P7

남

26

회사원

다인가구

-

(A2)

P8

여

25

대학원생

1인가구

-

다인

P9

여

28

대학원생

1인가구

-

가구

P10

남

29

무직

1인가구

-

DD

여

35

의사

-

전문가

PP

여

35

약사

-

전문가

주거

의약품 보관 행태

타입

-

·현재 본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비약
의 종류와 상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비약에 대해 잘 인
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보관하고 있는 약을 중복하여 구매
한 경험이 다수 있다.

약 복용 타입에 따른 유형

표 3 에서는 참가자의 약 복용 타입에 따른 사용자

5.2 인터뷰 방법

행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약 복용 타입에는
(B1)단기복용과 (B2)장기복용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B1)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

의약품 복용에 대한 참가자의 의도, 행동, 동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참가자마다 40~60분의

약 정보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반면, (B2)는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적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인과 의사, 약사 각각에

평소 해당 질환과 관련된 정보에 예민하며, 약 복용
시기(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약을

맞는 3가지 타입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5.3 연구방법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데이터를

표 3. (B)약 복용 타입에 따른 사용자 행태

분석하였다. 먼저 참가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변환하는 트랜스크립(Transcript)과정을 실시하였다.

약 복용

변환된 데이터에서 유사한 개념들을 분류하여 사용자

타입

카테고리를 도출하였으며, 그들의 행동과 동기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유형 별로 특징을

(B1)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기복용

·평소 약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다.

추출하고, 그에 따른 니즈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콘셉트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콘셉트를

사용자 행태

·해당 질환과 관련된 정보에 예민한 상
태이다.

구체화시켰다.

(B2)

6. 연구결과

장기복용

·약 복용 시기(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약 복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주요 특징을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 유형들의 특성과

고 있다.

사용자 니즈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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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접근성에 따른 유형

6.2 사용자 니즈 도출

전문가 접근성에 따른 유형 분류는 참가자가 평소에

표 6 에서는 참가자의 유형에 따른 주요 인터뷰 내용과

전문가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나눈
분류기준을 말한다. (C1)전문가 접근성이 낮은 그룹은

니즈를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6. 참가자 유형에 따른 인터뷰 내용과 니즈 도출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획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C2)전문가 접근성이 높은

인터뷰

지인(전문가)에게

(A2)

즉각적으로 질문하여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정보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다. 아래 표 4 는 해당

다인

그룹은

의약품

정보에

대해

가구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접근성
(C1)

정보획득 행태

인터뷰

보를 획득한다.

낮은 경우

·획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접근성이
높은 경우
-

(B2)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약품 정

접근성이

(C2)

니즈
(needs)

표 4. (C)전문가 접근성에 따른 정보획득 행태

전문가

내용

내용

장기
복용

니즈
(needs)

·의약품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지
인(전문가)에게 즉각적으로 질문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뒤에 약을 복용한다.

(C2)

·획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전문가
접근성

부작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유형

높음

표 5 는 참가자들이 부작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의약품

인터뷰
내용
니즈
(needs)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1)부작용에 예민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처방된 약을 복용할 때에 거부감이 덜한 반면에

(D2)

(D2)부작용에 예민한 그룹은 평소 부작용이 있는
약이나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두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다양한

부작용

방법으로

예민

표 5. (D)부작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정보획득 방법

부작용에
대한 태도
(D1)
부작용에
예민하지
않은 경우

내용

다인 가구의 형태에서, 공통으
로 사용하는 상비약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필요

P4: “약을 무의식 중에 (복용하
는 것이)습관이 되었기 때문
에...나와서 생각해보면 ‘어? 약
을 안 먹었네?’ 이러고”
알맞은 의약품 복용을 위한 복
용 알람 기능과 맞춤화 정보 제
공 기능 필요

P10: “나는 약 같은 거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친구나 의
사 애들한테 물어봐서 사는데”
전문가에게 언제든지 쉽게 의약
품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신뢰
도 높은 기능 필요

P2: 약 정보를 뽑아서 프린트해
서 주더라고요. 그거를 찍어가
지고 ‘아 이거 먹고 있어요’ 보
여주려고 가지고 다녀요.

니즈

부작용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

(needs)

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능 필요

6.3 서비스 콘셉트 제안

정보획득 방법

본 논문에서는 표 6 에서 도출한 4 가지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의 흐름을 반영하여
2 가지 서비스 콘셉트를 제안한다.

·평소 약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다.
·처방된 약을 복용할 때에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D2)

·평소 약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부작용에

·평소 부작용이 있는 약이나 성분에

예민한

대한 정보를 메모해두거나, 사진으로

경우

인터뷰

P1: “복용하는 약이 많은 집 같
은 경우는 약통 정리나 종류별
로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OCR 을 활용한 약 복용 내역 저장 서비스

전문가 DD(의사)의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환자가 이전까지 복용한 의약품 내역은 진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과 (D2)유형에서 도출한 사용자 니즈를

촬영하여 기억해두는 경향이 있다.

바탕으로, OCR 기술을 활용한 약 복용 내역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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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고안해내었다.

애플리케이션

7. 결론

내에서

카메라를 작동하면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봉투,
처방전, 또는 상비약 패키지의 촬영이 가능하다. 이후

본 논문은 동기 심리학을 중심으로, 의약품 복용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촬영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약
복용 내역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아래의 그림 1 은 컨셉을 반영한 서비스의 시안이다.

의약품 복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10 명과 전문가 2 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용 상황에서의 사용자 의도, 행동,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1 OCR 을 활용한 약 복용 내역 저장 서비스 시안

인터뷰 내용은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사용자들을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징과
니즈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CR 을 “활용한
약 복용 내역 저장 서비스”, “의약품 정보제공 챗봇”
2 가지 서비스 콘셉트를 구체적인 디자인 시안의
형태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추후에 서비스
사용성 평가 등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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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랙션을

차량용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서

통해

네비게이션,

음악

재생,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능을 사용한다 (Pearl, 2016).

제공하는 시각과

청각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 부하에

자동차 UX 에서 항상 우선되는 요인은 안전성이기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때문에 음성 인터랙션과 운전자 인지 부하의 관계에

차량용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음성 인터랙션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음성 정보 유형(단어
중심과 문장 중심)과 시각 정보 유형(낮은 일별성과

유발하는 운전자 인지 부하에 대해서 상반되는 연구

높은 일별성 디자인)이 운전자의 주관적 인지 부하와

운전자의 인지 부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운전자의 눈이 전방에

결과는

향할 수 있다(Mehler et al., 2016; Reimer et al.,

차량용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결과가 존재한다. 먼저 운전 중 음성 인터랙션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를 함께 사용하는 음성 에이전트 디자인에

2014).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동(visual-manual) 방식보다 인지적 방해가 적다는

음성

인터랙션이

기존의

시각-

연구가 있다(Haigney, Taylor, & Westerman, 2000)

주제어

(Maciej & Vollrath, 2009).

자동차 인터페이스, 자동차 UX, 인지 부하, 감성,

반면 다른 주장은 운전자의 눈이 전방을 향해도

Multimodality, Multimodal Interfaces

운전자가 음성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인지 작업량이
증가하여 운전 수행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Chiang ,

1. 서 론

Brooks, & Weir, 2005) (Maciej & Vollrath, 2009).

아마존 에코(Echo), 구글 홈(Google Home), SK

그리고 사람이 청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누구(Nugu), KT 기가지니 등 대화형 음성 스피커들이
등장하면서,

HCI

분야에서

음성

양(amount of information)이 시각이나 촉각보다

에이전트와의

적기 때문에(Miller, 1994) 운전자가 목록에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자동차
에이전트가

인터랙션에서도
운전자와의

부각되면서,
멀티모달

따라서

시각과

대화형

핵심

터치포인트로

청각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적용되고

목표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음성 인터랙션이

음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Reimer et al.,
2013).
이 점을 보완하기

있다(Reimer,

위해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카플레이(Apple

예를 들어, 운전자가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오토(Android

Auto)이며,

운전자는

에이전트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Reimer et al., 2013).

안드로이드
음성과

음성

음성

Mehler, Dobres, & Coughlin, 2013). 대표적인
차량용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례는 애플
Carplay)와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터치

잊어버리면 디스플레이에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음성 에이전트와 디스플레이의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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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돕는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차량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운전 외 다른 태스크로 인한 운전자의 인지

따르면

청취하면서도

분산 또는 주의 분산이다(Strayer et al., 2013).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흘낏 보며(glance) 시각 정보를 동시에

운전자의 인지 분산은 인지 부하(workload)와 같은

탐색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Reimer et al., 2013).

의미로 사용된다(Chang,

2017). 운전자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통해

사용자들은

음성

정보를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용 인터랙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활용한

운전

멀티모달

상황에서

청각과

시각을

대해

충분히

인터페이스에

증가함에

악화되었고

흘낏

보는

운전

인터페이스에서
요소는

수행도가

행동도

주의

분산이

문제가

영향을 준다(Wierwille, 1991). 이에 따라 차량용

한계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목록에서
과제에서

운전자의

정보량이

2009). 이러한 운전자의 인지적 문제는 운전 행태에도

것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멀티모달 음성 인터랙션의
선택하는

따라

접하는

된다(Drews, Yazdani, Godfrey, Cooper, & Strayer,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운전자가 목록에서 원하는

목표물을

시스템을

중요하게

어떠한

고려해야

방식이

하는 디자인

운전자의

주의를

1 차과제(운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증가했기

방법이다(Hanowski & Kantowitz, 1997).

때문이다(Reimer et al.,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조합의 음성과 시각 정보 형식이

음성 인터랙션은 운전자의 인지 분산과 운전 수행도에

운전자의 주관적 인지 부하와 감성적 경험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스플레이 시각 정보 출력

긍정적일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식과 비교해서, 청각 자극은 운전자의 인지적 부하를

2. 문헌 검토

증가시켜
언어를

부정적인

영향을

카플레이(Apple

CarPlay)와

Auto)이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핸드폰을

통해

음성

경우

음성

인터랙션이

어떤

형식으로

음성

정보를

자동차에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운전 수행도가 달라질 수 있다.

유사한

음성 정보의 형식 차이 (즉, 문장 중심과 단어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었다. 다만 아이폰의 모든 메뉴를
애플 카플레이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 부하, 운전 수행도 영향 연구에서, 문장 중심의

메뉴인 네비게이션이나 음악 재생 기능을 사용할 수

미쳤다(Llaneras, Lerner, Dingus, & Moyer, 2000).

있다. 운전자는 차량 내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즉, 키워드 중심의 짧은 발화 형식과 완전한 문장

원하는 메뉴와 버튼을 선택할 수 있고 차량 핸들의

형태(full sentence)의 발화 형식에 따른 음성 정보

버튼을 누르면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스타일은 운전자 행동의 결정 요인일 수 있다.

수

있으며

아이폰을

과제(즉,

(Just, Keller, & Cynkar, 2008).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의

이용하여

이해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 등)도 운전 수행도를 악화시켰다

상용화된 차량용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오토(Android

수행도에

주었다(Christiansen et al., 2011). 운전을 하면서

2.1 차량용 음성 인터페이스

애플

운전

아이폰과

음성정보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써드파티 앱(Third

운전

수행도

악화에

영향을

2.2 시각 표집 모델(Visual sampling model)

party app)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원하는 앱을

시각 표집 모델은 차량 안팎에서 운전자가 시각을

차량 내 시스템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하여

차량용 음성 인터페이스의 경우 사용자의 음성으로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추출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J. Hoffman, Lee, McGehee,
Macias, & Gellatly, 2005). 운전자가 전방과 2 차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지만, 아직 시각과 수동 조작의
필요성이 남아있다(Chiang et al., 2005; Mehler et al.,

과제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에

2016). 차량용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에는 시각

따르면(Wierwille,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음성 인터페이스를
보조하기 때문이다(Reimer

형식이

디스플레이를

et al., 2013). 이처럼

1993),

흘낏(glance)

운전자가
보며

차량

정보

내

추출이

시작되는데,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1 초 내에 추출할

차량에 적용되는 음성 인터랙션은 멀티모달(multi -

수 있으면 다시 전방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지만

modal)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각적 주의(visual

추출이 1 초보다 오래 걸리면 운전자는 디스플레이에

attention)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imer et al.,

계속 시선을 둔다. 디스플레이를 보는 시간이 1.5 초

2013).

이상이

되어도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면

운전자는 전방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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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앞을

향해 돌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디스플레이를 흘낏보려고 시도한다(Wierwille, 1993).
시각 표집 모델은 운전자가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각 정보를 얼마나 잘 추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Christiansen
Hoffman,

Lee,

&

et al., 2011; J. D.

McGehee,

2006).

최근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는

모든 정보를

된다(Marois

&

빠르게

Ivanoff,

처리하지

2005).

그림 1 근접성 잡동사니 사례: 애플 카플레이의 음악 재생

못하게

특히,

목록 디자인

시중에

판매되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옵션
항목이나 목록 형식의 정보를 흘낏 보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Reimer et al., 2013). 그
이유는

옵션과

운전자가

목록의

원하는

디자인하기

시각적

정보를

어렵기

인터페이스에서

빠르게

때문이다

추출하도록

(Hanowski

&

Kantowitz, 1997). 따라서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시각 정보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anowski & Kantowitz, 1997).
그림 2 근접성 잡동사니 사례: 안드로이드 오토의 팟캐스트
목록 디자인

2.3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한계: 잡동사니(Clutter)
차량용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한계에 대한 원인은
clutter 라는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 Clutter 개념은
인간

차량용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인 애플 카플레이의

Human

시각 디스플레이 디자인에서도 운전자의 시각 탐색을

Performance)>에서 소개되었으며 한국 번역판에서는

방해하는 잡동사니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목록

이를 ‘잡동사니’로 번역하였다. 잡동사니(clutter) 는

Wickens

외(2015)의

수행(Engineering

<공학

Psychology

심리와
and

방해하는

디자인에서 근접성 잡동사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은 애플 카플레이의 음악 재생 목록의 디자인인데,

요소들을 뜻한다(Wickens, Hollands, Banbury, &

항목들 사이에 간격이 좁고 각 항목을 구분하는 선이

Parasuraman, 2015). 이러한 잡동사니는 운전자의

명확하지 않아 근접성 잡동사니를 유발할 가능성이

시각 표집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목표물 주변에 위치한

높다. 이것은 운전자가 목록 디자인에서 정보를 빠르게

잡동사니의 위치와 특성, 그리고 간격에 따라 운전자가

추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목표물을 빠르게 발견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그림 2 의 목록 디자인을 보면 항목들 사이의 간격이

때문이다.

그림 1 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간격보다 넓으며 각

목표물

주변에

위치하여

시각 탐색을

항목간의 구분이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그림 2 의

잡동사니는 정성적 분류와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며

디자인은 그림 1 의 디자인보다 근접성 잡동사니를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Kaber & Kim, 2011;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Wickens et al., 2015). 가장 핵심적인 유형은 근접성
잡동사니(proximity
clutter)이다.
이
유형은

근접성

잡동사니에는

튀어나옴

일별성을

효과(pop-out) 를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항목들(목표 혹은 목표가

적용하여

향상시킬

아닌 것 모두)과 인접한 자극들에 의해 시각 탐색이

일별성(glanceability)이란

방해되는 것을 의미한다(Broadbent, 1982). 특히, 이

노력으로도 정보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정도를

유형의 시각 방해는 각 항목들간 간격이 없거나

의미하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때 발생한다(Wickens et al.,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주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2015).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주변 디스플레이 인터랙션에

사용자가

개념으로(Matthews,

필수적이다(Matthews,

수

있다.

적은

인지적

2006), 주 과제를

2006). 그림 2 를 살펴보면

목록을 구성하는 각 항목은 하나씩 분리되어 있다.
또한 각 항목의 색(흰색)은 배경(짙은 회색)의 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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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어 튀어나옴 효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튀어나옴
효과는 근접성 잡동사니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사춘기의

따라서, 그림 2 의 예시를 통해 목록을 구성하는 각

말씀해주시거나 터치 스크린에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튀어나옴

분리시키고,
효과를

배경과
만들

수

색상을
있고,

대비시키면
이는

노래를

‘우주를

근접성

잡동사니를 방지하고 디자인의 일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검색한

줄게’의

후에
번호를

네비게이션

“근처 카페를 찾는 상황입니다.

관련

카페를 검색한 후에 ‘연세대 동문
스타벅스’의

3. 연구 방법

번호를

말씀해주시거나 터치 스크린에서
선택해주세요.”

3.1 실험 개요
이 연구는 차량용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의 음성과
시각 정보가 운전자의 인지 부하, 감성, 그리고 운전

3.3 실험 장비와 세팅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반응하는 음성 에이전트와 시각

사용한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여 음성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장비는

소프트웨어는

오즈의 마법사(Wizard-of-Oz) 실험 방법 (Dahlbäck,

다음과
OpenDS

같다.
사의

운전

시뮬레이터

‘OpenDS

Driving

Simulator’을 사용하였고, 하드웨어는 55 인치 LG Full

Jönsson, & Ahrenberg, 1993)을 사용하여 실험을

HD TV 모니터와 Logitech 사의 Driving Force GT
Racing Wheel 기기를 사용하였다. 음성 자극은

진행한다. 실험 설계는 2X2 의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
혼합 설계 방식으로,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의 음성

TTS(Text-to-Speech)

정보 유형(단어 중심 vs 문장 중심) X 시각 정보

어플리케이션인

‘TTS

Ringtone’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스피커는 실제

유형(높은 일별성 vs 낮은 일별성)이 운전자의 인지

자동차

부하, 감성, 그리고 운전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음향

시스템을

개발/출시하는

회사

Bose 사의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확인한다.
3.2 실험 설계 및 절차
실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차 과제는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속도와 차선을 유지하며
운전을 하는 것이다. 2 차 과제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2 차 과제는 차량용 멀티모달
음성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기능인 네비게이션과
음악/팟캐스트
연구자가

재생

기능을

Wizard-of-Oz

과제로

방식을

제시하며,

통해 음성으로

제시한다(Christiansen et al., 2011).
실험 참가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위치,
음악(곡, 가수명), 그리고 팟캐스트를 선정하여 과제로
제시한다. 실험 참가자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위치 혹은 음악을 찾아 음성이나 손가락으로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2 차 과제에 대한 예시는 표 1 과

같다. 실험 참가자는 총 40 명이며, 한 조건에서 총
10 시행의 2 차 과제를 수행한다.

표 1. 2 차 과제의 예시

음악/팟캐스트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듣고

관련

싶은데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림 3 실험 환경

볼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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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결과

5. Dahlbäck, N., Jönsson, A., & Ahrenberg, L.
(1993). Wizard of Oz studies—why and how.

이 연구의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어 중심의 음성

Knowledge-based systems, 6(4), 258-266.

정보의 경우 문장 중심보다 짧아서 인간이 작업 기억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다(Miller, 1994).

6. Drews, F. A., Yazdani, H., Godfrey, C. N.,

따라서 단어보다 음성 중심 음성 정보에서 운전자의

Cooper, J. M., & Strayer, D. L. (2009). Text

주관적 인지 부하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messaging during simulated driving. Human

인간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 부여된 인공물에 친근감을

factors, 51(5), 762-770.

느낄 수 있는데(Epley, Waytz, & Cacioppo, 2007),

7. Epley, N., Waytz, A., & Cacioppo, J. T. (2007).

인간이 사용하는 문법 규칙에 맞게 제공되는 문장

On seeing human: a three-factor theory of

형식의 정보를 접할 때 긍정적인 감성적 경험을 할 수

anthropomorphism.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각 정보의 경우 근접성
잡동사니를 최소화한 디자인에서 시각 추출을 빠르게

114(4), 864.

Psychological

review,

8. Haigney, D., Taylor, R., & Westerman, S.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인지 부하가 낮을 것으로

(2000). Concurrent mobile (cellular) phone use

예상할 수 있다.

and

5. 연구의 기여점과 제안

driving

characteristics

performance:
and

Transportation

이 연구에서는 음성과 시각 정보가 사용자의 인지와

task

compensatory

Research

Part

demand
processes.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3(3), 113-121.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9. Hanowski, R., & Kantowitz, B. (1997). Driver

결과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서비스와 기술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음성과 시각

memory retention of in-vehicle information

정보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자동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아마존 에코의 음성 서비스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system

message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1573), 8-16.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Hoffman, J., Lee, J., McGehee, D., Macias, M.,
& Gellatly, A. (2005). Visual sampling of invehicle text messages: Effects of number of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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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아름다운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하기에 앞서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점, 선, 면과 색채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원리에 대한

정보 수용자는 영상, 디지털 매체, SNS 등을 통해
복잡하고 무한대의 데이터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해가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심미적 가치가 부여된
데이터 시각화의 증가가 더욱 더 필요하다. 데이터
시각화의 심미적 가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각적

접하게 되는 시각적 형태의 은유로 전달이 가능하다.
데이터

시각화의

시각적

형태로는

파악하고자

한다.

무궁무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

형태의

은유로

표현된

데이터

시

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데이터 시각화의 은유적
표현은 심미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자연

형태, 인공형태와 추상형태가 있으며, 이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에 표현된 은유의 현 경향과 가능
성을

필요한

보다도 설득력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수용자에게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데이
터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1]

데이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심미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 수 이 있기에, 데이터 시각화를 구

본 연구에서는 은유의 경향과 가능성을 데이터

현하는 프로세스에서 은유적 표현을 고려할 필요

부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에 도움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유의 현 경향과 가능
성을 데이터 시각화 사례를 통해 파악하여 심미적

이 되고자 한다.

시각화 사례를 통해 먼저 파악하여 심미적 가치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2. 이론적 배경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1 데이터 시각화 및 은유

주제어

데이터 시각화는 미가공 된 데이터(raw data)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데이터 시각화, 은유, 시각적 형태

1. 서 론

말한다.[2] 데이터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정보
객체의 집합이다. 이러한 지각 불가능한 데이터의
시각화는 미적 형태와 기능성 두 가지 모두를 가져야

1.1 연구배경과 목적
데이터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할수록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여 기억하기 쉽고 새로운

하며, 특히 심미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시각화
하고자 할 때 작가 의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다.

정보를 유추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물을
제작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은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새로운 대상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에 심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Lakoff & Johnson,

프로세스에서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의

1980)[3]
이들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
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은유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을

우리는 주변 생활을 통해 축조된 경험적 지식에

심플하게 전달하면서 데이터 콘텐츠에 부합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연구가 필요하다.[1] 데이터
시각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정보 사용자는

의존하여 어떠한 새로운 사물에 대입하여 유사
성을 발견하면서 추리하고 타인과 소통하려고

데이터를 보다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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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각화의 구분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 시각화를 은유적 으로
접근한다면, 이를 감상하는 정보 수용자는 데이터

정보의 시각화는 데이터를 재배열하여 새로운
정보형태로 만드는 것이다.[5] 와인을 따는 방법 또는

속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제품의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설명서 등이 정보의
시각화에 해당된다. 지식의 시각화는 일반화된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사용자 간에 지식을

시각적 형태는 크게 자연형태, 인공형태와 추상

교환한다는 것에 목적을 둔다.[5] 물의 순환이나 지진

은유적 표현으로 구분 조사하였다.

발생

관련

지식을

도식화한

사례가

형태로 구분된다. 데이터 시각화를 시각적유형의

지식의

시각화이다.

그림 1. A:소공자 / B:길 위에서 / C:성난 새와, 바락 오바마 / D:식물 소수 분해
자연형태의 은유를 가지고 시각화 한 사례

4.1 자연형태의 은유
자연형태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생명 있는

3. 연구방법

유기체와

본 연구는 데이터 시각화 온라인 공모전 웹사이트

하늘,

바닷속,

지구표면에

존재하는

무생물까지 포함하여 재현한 형태를 말한다.[7]

(www.informationisbeautifulawards.com)에서

그림 1.A 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대표작 ‘소

수상한 9 개의 데이터 시각화를[6] 사례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데이터시각화와 인터

공자 (Little Lord Fauntleroy)’를 데이터 시각화
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총 15 개의 장으로 구성

렉티브 데이터 시각화로 구성된다.

되어 있다. 작가는 각 장을 시작하는 첫 문장의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로 구성된 우주의 구름
으로 표현하고자 별자리 지도의 은유로 표현

데이터 시각화와 시각화 구분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하였다.

대해서 살펴 보았다.

문학적 유기체 데이터 시각화 그림 1.B 는 잭 케루
악의 ‘길 위에서(On the Road)’ 1 부의 구조를 시를

둘째, 선정된 9 개의 데이터 시각화 사례를 가지고
시각적 형태의 세 가지 유형인 자연형태, 인공

읽는

형태와 추상형태로 분류하여 데이터 시각화에 표현된

것처럼

나타내고자

나무

형태의

은유로

표현하였다. 책의 1 부는 각 장으로, 한 장은 문
단으로, 문단은 문장으로 그리고 문장은 단어로

은유의 현 경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시각적 형태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결과

나뉘는 기본 구조의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활용될

낸다.

다양한 색상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재를 나타

수
있는
시각화
표현의
방법은
무궁
무진하다. 데이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보 수용
자가

데이터

시각화를

심미적

가치로써

그림 1.C(위)는 현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연설에서 보여준 얼굴 표정을 Microsoft
Emotion API 로 수치화 하여 표현한 데이터 사례

인정

하려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프로세스에서 다른 접근

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표정이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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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고, 이를 성난 새의 깃털의 은유로 표현하였다.
깃털이 하향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

이 작품은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형태로 분류되는
올림픽게임 엠블렘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며, 반대로 깃털이 상향하는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그림 2.B 는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L.A.

나타낸다.
그림
1.C(아래)는
미국
전
대
통령 바락 오바마의 2013 년 재임 취임식 연설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화한

데이터

Lakers 에서 20 년 동안 활약하면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 오프를 포함하여 3 만개 이상의 슛을 데이

시각화

터 시각화 사례이다. 슛의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이며, 58%의 긍정적 감정의 표정들이 나온 것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인공형태인 농구 코트에 빗대어

분석되었다.

표현하였다.

그림 1.D 의 ‘식물 소수 분해’는 100 개의 숫자에 대한

그림 2.C 는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를 6 개월 동안

소수 분해를 시각화 한 사례이다. 소수는 방사형의
나뭇잎 은유로 표현되었고, 중앙에 보이는 보라색

관찰하면서 수집한 인터렉티브 데이터 시각화이며,
데이터는 가구 소득, 택시 승 하차, 인스타그램, 포

원은 소수 분해가 가능한 숫자를 말한다.

스퀘어 체크인과 트위터의 이미지와 데이터로 구성
된다. 이 시각화는 21 세기 뉴욕 도시의 삶을

그림 1.A 부터 그림 1.C 까지의 작품은 작가의 의

브로드웨이 거리의 인공형태로 표현하였다.

도나 콘셉트에 중점을 둔 스토리텔링의 데이터

그림 2.D 는 ‘ISIS 외국인 전사들의 세력확대 여정’의

그림 2. A:올림픽게임 금메달 수상자 / B:진정한 슈팅가드 / C:뉴욕 브로드웨이 / D:ISIS 외국인 전사들의 세력확대 여정
인공형태의 은유를 가지고 시각화 한 사례

데이터를 길이라는 은유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데이터
시각화이다.

자연형태의

은유를

통해

전달되는

시각화이다.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여
설득력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이터 시각화를
만든다.

그러나

그림

1.D

의

사례는

그림 2.D 의 인공형태가 은유로써 제 기능을 발휘
못한 이유는 은유적 표현인 길 보다는 마름모

스토리

텔링으로써 데이터를 전달하기 보다는, 미가공 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만 보여줘 데이터 콘텐츠와 은유

도형이 우리 눈에 더 빠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대상의 크기와

간에 어떤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사례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

색상을 고려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설득력과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인공형태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의 은유로 사용할 경우,

4.2 인공형태의 은유

데이터와 수용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인공형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나
환경으로부터 도출해낸 재현적 형태이다.[7]

그리고 수용자 중심의 경험을 반영한 은유는
수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

그림 2.A 는 1896 년에 개최된 첫 올림픽게임

장기적으로

서부터

5100 명의 선수들 중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시각화를
구현하는
프로세스에서
인공형태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시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터렉티브 데이터 시각화이다.

환경에서 도출된 형태로 재현되어야 더 효과적이다.

2016

년

리오

올림픽게임까지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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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상형태의 은유

에서 봤을 때 인재유출의 콘텐츠가 몬드리안의
추상형태와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않는

추상형태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물이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 즉,

것으로

분석된다.

추상형태를

단순히

데이터를

구체적인 모양이 없는 것을 말한다.[7]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
되며,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그림 3.A 는 각 예술 분야(미술, 음악, 문학,
무대예술)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보여주는 데이터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림 3.A 부터 그림 3.C 까지의 데이터 시각화는 모두
미술 또는 디자인 콘텐츠를 갖춘 데이터 시각화이며,

시각화이다. 창의력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질로
이것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 난해
하기에 이를 추상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이는 동일한 분야에서 조형적인 형태나 색상을

파랑의 구성’ 작품의 은유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재현하여 데이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추상형태의 은유에서 연상되는

그림 3.B 는 조셉 뮐러-브로크만의 일대기와 그가
줄곧 지지했던 국제 타이포그래피 스타일(Swiss

시각적인 형태는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International Design), 그리고 작가가 이들에 대한

그리고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인 특성과
색상을
적절하게
사용하

정보를 웹으로 검색한 결과를 동시에 보여
주는 데이터 시각화이다. 조셉 뮐러-브로크만은

면서 데이터 시각화에 심미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고, 그래픽
디자인에 Helvetica 폰트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 데이터 시각화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베토벤’ 포스터에서 영감을 얻어 원형의 그래픽
요소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 A:데이터 구성 / B:조셉 뮐러-브로크만 / C:화가들의 일대기 모습 / D:우수인재의 해외유출
추상형태의 은유를 가지고 시각화 한 사례

5. 결론
그림 3.C 는 유명한 화가들의 일대기를 데이터
시각화 한 사례들이다. 각 화가(폴락, 미로, 보치

은유가 데이터 시각화에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한다.

오니, 피카소, 클레, 몬드리안, 마티스, 칸딘스키,
클림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과
색사을 수집하여 추상형태의 은유로 그 화가만의

첫째, 자연형태의 은유로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의

독특한 아이덴터티를 만들고자 하였다.

설득력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이터 시각화를
만든다.

콘텐츠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로 인해

그림 3.D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은 몬드리안의
조형요소를 가져와 데이터 시각화의 한 요소로

둘째, 인공형태의 은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사용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의 콘셉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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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도출된 형태로 재현해야 효과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셋째, 추상형태의 시각적인 은유는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게 하며, 이들의 조형적인 특성과 색상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은유적 표현으로 구현한다면
심미적 가치가 느껴지는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하는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은유의 분석결과가
심미적 가치를 주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은유의 유형을 토대로
데이터 시각화의 은유적 표현의 선호도와 정보
수용자 인지에 대한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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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의 목적은 모바일 게임중독자와 비중독자를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할 경우 그 특정 주파수대의
기술통계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적 변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이러한 수량적 접근이
가능하면 특정 통계적 변수를 통해 게임 중독을 조기에
감지하여 잠재적인 게임중독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알고리즘 구축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까지의 중독자 분류는 설문에 의해 실시되어왔고,
2010

년부터

게임

행동

매뉴얼

평가

척도가

실험참가자의 게임 중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사전
분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실험참가자의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이를 시간 및
주파수 영역 분석을 적용하여 모바일 게임에 중독된
플레이어를 식별하기위한 정량적 정보를 획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두엽 EEG 신호의 경우 가장 민감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게임 중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위 집합은 비디오 게임 중독의 특징이다 [1, 2, 3].
엔터테인먼트와 레져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중독
행동의 주요 동기이다 [4]. 더 많은 연구가 전통적인
자기보고 및 임상 연구에 비해 게임 중독의 신경
이미지 및 생리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독의 발달
및 유지 주기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부위를 이해하고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게임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 제약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 평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자기보고 기술과 회고적 평가는 데이터의
한계와 개인의 감정과 기분에 대한 자기 묘사의
신뢰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으로 게임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비디오 게임 플레이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정서적, 인지적, 신경적 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심리
생리학적 평가를 통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 및
중독되지 않은 모바일 게임 사용자의 EEG 의 빈도
속성을

측정하고

생리적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적 변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모바일 게임 중독, 뇌파, 상호상관분석, 주파수분석,
판별알고리즘

2. 방법
2.1 실험 설계
25 명의 실험참가자의 뇌파 데이터는 BIOPAC

1. 서 론

MP150

실증적이고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는 최근 비디오
게임의 광범위한 유행과 보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3 년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은 정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 5 판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를 임상적 장애로
발표하였다. ‘현저성’, ‘감정 변화’, ‘인내심’, ‘금단’,
‘갈등 및 재발’ 등을 포함하는 행동 중독 구성 요소의

(BIOPAC

System

Inc.,

USA)

장비와

AcqKnowledge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게임 중독지표와 다른 심리 사회적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게임 행동 평가를 위한 종합
척도(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CGS, 2010) 매뉴얼에 기반한 사전 평가가
수행되었고 실험 참가자의 집단을 정상 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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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플레이어로 분류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결과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실험참가자의 중독 특성을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뇌파는 12-15 분 동안
수집되었으며, EEG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독 및
중독되지 않은 게임 플레이어를 구별하였다.
2.2 분석 방법
신호 처리 및 분석은 Matlab 2012 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EG 데이터는 국제 표준 10-20 시스템을
사용하여 200Hz 로 설정하였고, 정면, 좌우 및
후두엽에서 수집하였다. 푸리에(Fourier) 변환 분석을
이용하여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하였고
각
실험참가자에 대해 25,000 개의 샘플이 256Hz 로
설정된

각

window

별로

분석되었으며,

각

실험참가자에 대한 125 초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뇌파 분석은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및
감마 영역을 분할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이 연구에서 각
영역에 대한 주파수 범위는 델타 0.5-3Hz, 세타 47Hz, 알파 8-12Hz, 베타 13-29Hz, 감마 30-40Hz 가

그림 1 게임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의 신호 상관 분석 결과
(a: 중독군(실험참가자 1)과 각 실험참가자(25 명)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b: 중독군(실험참가자 2)과 각 실험참가자
(25 명)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c: 비중독군(실험참가자 24)과
각 실험참가자(25 명)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d:
비중독군(실험참가자 25)과 각 실험참가자(25 명)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3.2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um density)
분석 결과

사용되었다.
상호 상관 분석은 시간 영역에 적용되었으며, 비선형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t 테스트
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워 스펙트럼의
데이터 플롯 및 분석을 통해 중독과 비중독 군 사이의
구별되는 특징을 식별할 수 있었다.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는 FFT 또는 자기 상관
함수를 계산하여 직접 계산되며,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친 데이터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나타내었다.
PSD 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분포 또한 두 중독과 비중독
군 사이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고려하였으며,
후두엽 영역의
사용하였다.

빈도

데이터에

대해

t-검정을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하였다. 대체로 모든 뇌 영역에서
게임 중독군의 파워값이 비중독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t-검정 결과 그 차이는 후두엽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p<0.002). 특히, O1, O2 채널에서
알파 및 세타 주파수 값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에는
알파와 세타 주파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중첩되어
나타나있다. 추세를 보면 중독군(1-10 실험참가자)이
나머지 실험참가자와 비교하였을 때 특이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표준편차의 경향은
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불안정하고 변화가 더
많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결과
3.1 상호 상관 분석(Cross-correlation) 결과
뇌파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신호 양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군 내의 실험참가자와 다른
실험참가자의 신호의 상관 계수는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의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독군과 비 중독군 사이의 신호 양상이
다른 것을 나타낸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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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중독자와
정상인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 추후 몰입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통해 보다 연구 효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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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엽의 알파 및 세타파 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뇌파의 주파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모바일

게임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는데

기본

알고리듬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타의 병리적 현상을
구분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후두엽
중에서도 O2 채널로 나타났다. 이는 한 부분의 뇌파
측정을 통해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구분이 가능하고
후두엽이 안구 움직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게임 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변수를 통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중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통계

변수를

게임중독을

발견하였다.

감지하는

장치

또한,
또는

이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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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표 1. 사용자 경험 분석 방법 방법들의 장단점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사용자 경험 분석을 위해 기존

구분

스마트 폰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직접적인 경험 확인

X

O

편향 회피 여부

O

X

방안들은 더 다양한 사용자 경험 지표들을 측정하고

수치화 가능 여부

O

X

계량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적다고 지적한다. 총 세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기존의 모바일
사용자 경험 분석에 대비하여 본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가지

활용

시나리오와

함께

기여점과

한계점이

앱 모니터링

사용자 관찰

평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니즈가 있다. 1) 앱 사용에

논의되었다.

대한 직접적인 경험 확인, 2)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평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음, 3) 앱 개선 반영의 근거로

주제어

사용 가능한 수치 데이터 확보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 분석, 모바일 환경, 스마트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 폰의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센서

1. 서 론

사용자들의 행동을 세밀하게 측정, 분류하여 더 풍부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제안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사용이다. 모바일 앱의 화면 뷰
횟수, 각 화면에 머무는 시간, 진입 경로 등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앱의 사용자
경험을 평가한다.
그러나 앱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분석은 제한적이다. 사용자의 모바일 앱 사용 패턴 중

사용자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2. 문헌 탐구
2.1 모바일 센서와 사용자의 활동
먼저 Su 등 (2014)의 포괄적 센서 이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모바일 센서의 이용에 대한 예시들로
건강/피트니스 모니터링, 개인 신체지표 서명, 노년층
돌보기, 실내 위치 지정 및 길 찾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일부를 수치화 하여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1]. 기술 영역에서도 센서들의 다양한 응용을 꾸준히

경험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즉, 단편적인 분석만을

고민해오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 연구에서는 Lockhart 등의 분류, 즉 수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
관찰이다. 사용자를 불러 미리 정의한 과제를 제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관찰한다. 이 방법은

대상에 따라 최종 사용자, 제 3 자, 그룹 및 크라우드
(crowd) 대상 모바일 활동 인식에 맞추어 몇 가지 응용
분야를 제안하고 있다. 위 예시와 더불어 여러가지 산업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경험을 직접 보며 평가할 수

현장에서 다양한 센서들의 활용 가능성을 짚었다 [2].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관찰자를
의식하며 수행하는 과제에는 편향이 포함될 수 있고,

사용자의 활동을 모바일 센서들을 이용하여 더욱

실제로 사용자를 불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방법은
수치화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세밀하게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Kwapisz 등은, 29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속도계를 이용한 활동 측정
및 분류를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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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실험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용자의 활동을 분류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3].
또한 Cheng 등의 연구는 사용자의 활동을 인식 과정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4]. 이 연구에서는
터치를 비롯한 움직임을 측정하여 개인 지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을 인식한다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센서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센서를
통합하여 이용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센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 연구를
제외하면 결국 특정 기능과 센서를 매칭하여
제공하겠다는 인식 위에 있는, 기능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 위에서 진행된 연구들이다.

분류하고, 가속도계로 사용자의 동적 상황을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달리는지 등) 분석하며, 블루투스로
근처의 다른 기기들을 발견하는 등 광범위한 센서의
이용을 시도했다 [9]. 문제는, 이러한 센서의 과도한
이용은 사생활 침해와 양립하기 어려우며, 배터리 및
AP 의 사용을 통해 사용성 또한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의 모바일 사용자 테스트 서비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다. AppAnalytics, Appsee, PIWIK 과 같은
앱/서비스가 그 예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상호작용, 즉 터치 히트맵 (heatmap) 을
제공하여 어떤 영역이 가장 많이 터치되는지,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방문이 적은지 등의 분석 결과를 알려준다 [10].

이런 기능 본위 설계 패러다임의 단점으로, 본 저자의
스마트 워치의 개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했듯 [5], 끊임없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여 작업 기억의 포화를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의 발생, 추가적인 센서의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기점으로
이러한 마이크로 분석 (micro analytics) 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공하는 결과물들은 연결되는 앱 환경
내에 국한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를 관찰하는 과정이
거의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예를 들어 애플 사의 아이폰 X 의 경우 FaceiD 의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밀함을 보장하기 위해 센서를 추가했는데, Oneplus
사의 Oneplus 5T 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포기하고

3. 모바일 행동 기반 사용자 경험 분석

아이폰 X 보다 훨씬 빠른 인식 속도를 보여줘 화제가
되었다 [6]. 이 경우 센서의 추가 없이 사용자에게 빠른
사용성을 제공하고, 정밀 보안은 기존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하여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1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측정하거나, 사용성 테스트를 하거나,
활동을 추적하는 등의 시도는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2.2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 테스트
Arhippainen 과 Tähti 의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모바일
사용자 경험 측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7]. PDA
기기를 기반으로 설문과 관찰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1) 기존 사용자 테스트는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과 괴리가

다양한 층위에서 측정하고자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있거나, 편향이 생길 수 있다, 2)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는 시도들은 사용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참가자가 최대한 실제 근무 환경과 가깝게 느끼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했다는 것과, 사용자, 사회적/문화적

제한적으로 응용되어 왔다, 3) 기존 모니터링 방법들은

기능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활동을 분류하는 등, 다소

요인 등 다양한 분류를 경험에 편입했다는 점에 있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Hinckley 등은 PDA 에 현재의 모바일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센서의 부착을 통해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 분석과,

[8]. 특히 근접 센서, 터치 센서, 기울임 대응 가속도계
등의 추가로 가로/세로 모드의 자연스런 전환, 터치
메모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성을 실험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양한 센서들의 계측치를 실제 사용자의
행동과 연결하고, 사용 시나리오를 제안,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Miluzzo 등은 CenceMe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사용자의 사용 맥락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주변 소리를 분석하여 환경을

이를 통한 다양한 응용을 위하여 새로운 모바일 행동
기반 사용자 경험 분석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개요
본 방식의 특징은
1) 폰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센서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2) 사용자의 행동을 맥락에 맞게 측정하고
수치화하고, 3) 이를 사용해서 여러 상황에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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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총 세 가지 센서 이용 방법과 가상 분석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연동되어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12]. 또한 보통
사람들은
집중도에
따라
대상과의
거리가
달라진다고들 한다.
이러한 연구 및 인식을 이용한다면 사용자가 얼마나
앱/서비스/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을

4. 활용 시나리오
4.1 전면 카메라와 사용자의 감정

것이다.

다양한 센서들 가운데에서도 카메라는 시각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예를 들면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현재 사용자가 어떤
각도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화면을 보고 있는지 측정할

전면 카메라의 경우 사용자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고

수 있다. 기존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어떤 위치에

있어, 사용자의 다양한 감정과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머문 시간이나 터치를 많이 했는지를 측정하여 이런
경험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근접 센서 및

긍정/부정적 감정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미

영상에서

사람의

감정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꾸준히 있었다 [11]. 따라서 기술이 완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사용자 경험
측정을 예상할 수 있다.
동영상 (VoD) 사업자의 경우 어떤 영상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은 경우가 많다. 비공개 시사회 등이 한 예이다.
특히 이야기를 따라가며 특정 부분에 대한 반응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더 높은 몰입을 유발하거나
추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영상 문법을 만들

카메라의 정보와 통합하여 집중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면 더욱 정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와 비교하여 정밀성이
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인력이나 기기가 필요하지
않아 더 리스크가 적은 실험을 계획할 수 있다.
4.3 쥠 센서와 콘텐츠 몰입도
구글 사의 픽셀 2 와 HTC 사의 U11 스마트 폰의 경우
정밀한 쥠 센서 (squeeze sensor)가 부착되어 있어 이를
통해 앱이나 Google Assistant 를 실행하는 용도로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센서를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특히 최근 모바일로 영상을 보는 사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감정 측정이 도입된다면,

사용자 경험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Netflix)와 같은 VoD 사업자는 풍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다가 몰입이 심화되면 주먹을 세게 쥐는

다음은 사용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반응 측정이다.

등의 행동이 사용자 경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긴장, 분노, 흥분, 집중, 몰입과 같은 지표들은 손의

앞의 예처럼 감정을 측정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사용자

것이다.

반응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나누는 것이 구현 난이도가

인터페이스 사용성에서 쥠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낮은 기술일 수 있다. 특히 편/불편을 측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앱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끼는 직접적인

지표들은 다소 제한적이다.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성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 및 설문을 통한 사용성 테스트는 실험 환경에
따라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고, 결과가 편향될

손의 위치나 방향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상이나 소설, 만화와 같은 정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이라면 쥠 센서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위험 또한 상존한다. 만약 위와 같은 반응 측정 기술이

있다. 더불어 정밀한 힘 센서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
지표에 따른 평균적인 힘의 범위를 나눌 수 있다면,

도입된다면, 연구실 환경이 아닌 실생활에서 편향이
최소화된 결과를 연속적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수도

지금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성적 상태를 분류할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전도도

센서를

설문보다 직접적일 뿐 아니라 신뢰도 높은 결과로

부착한다면 다차원적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용될 수 있다.

5. 결론

4.2 자이로스코프와 집중도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하는 모바일 환경 및 다양한

체화된 인지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고 서로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에서는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각각 뒤쪽 또는 앞쪽으로의 상체 기울기와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기존의
사용자

경험

존재한다는

- 1002 -

분석

것,

2)

틀에

비해

센서들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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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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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화를 통한 분석이 쉽다는 것, 3) 기존의 센서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리스크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ccelerometers.

ACM

SigKDD

Explorations

Newsletter (2011), 12(2), 74-82.
4. Bo, C., Zhang, L., Li, X. Y., Huang, Q., & Wang,
Y. Silentsense: silent user identification via touch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생활
보호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특히 카메라를 통한 감정

and movement behavioral biometrics. In
Proceedings of the 19th annual international

분석의 경우 실제로 사용자를 촬영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촬영  연구 환경으로 전송
 연구자가 분석 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conference on Mobile computing & networking

분석 앱에서 직접 감정 및 감성 상태를 분류하고

5. 이우용, 신호철, & 조준동. 워치와 넛지. 한국 HCI

(2013), 187-190.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결과만 전송한다면
일부 해소할 수 있다.

학회 학술대회 (2016), 421-423.
6. Epstein, Z. Face Unlock on the OnePlus 5T is so

그리고 미리 테스트 참가자들에게 시나리오 및 사용

much faster than Face ID on the iPhone X. BGR

방법 등을 제시하더라도 참가자들을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2017). http://bgr.com/2017/11/16/oneplus-5t-

있다는 부분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참가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앱 환경 조정을 통해 일부

specs-vs-iphone-x-face-id/
7. Arhippainen,

L.,

&

Tähti,

M.

Empirical

evaluation of user experience in two adaptive

해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론은 필연적으로 성능 및

mobile application prototypes.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nd

배터리

Ubiquitous Multimedia, 011, 27-34.

사용

시간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미리

참가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8. Hinckley, K., Pierce, J., Sinclair, M., & Horvitz,
E. Sensing techniques for mobile interaction. In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 분석 앱

Proceedings of the 13th annual ACM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chnology, 91-

또는 서비스가 개발되어 실제 분석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각종 분석에 이용되는
수치의 확립 및 분류 알고리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더욱 의미 있는 분석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100.
9. Miluzzo, E., Lane, N. D., Fodor, K., Peterson, R.,

사사의 글

Lu, H., Musolesi, M., ... & Campbell, A. T.
Sensing meets mobile social networks: the design,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의 교육지원프로그램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enceme

창의산업융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appl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6th ACM
conference on Embedded network sensor systems

교신 저자인 조준동 교수는 중국 중북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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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커 없이 얼굴과 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능형 증강현실

자유롭게 잡고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요약문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 가상의 정보나 그래픽을

이러한

지능형

증강현실

기술들은

향후

사용자에게는 더욱 실감나는 증강현실의 경험을

얹음으로써 사용자에게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제공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증강현실은 사전에 등록한 작은

산업적으로는

증강현실을

우리

일상

생활에 확장 적용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이 그려진 카드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주제어

사용하기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할
서비스도 많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증강현실, 인공지능, 마커리스 AR

신기하게 받아들이다가도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1. 서론

되곤 한 것이 사실이다. ㈜알체라[1]가 최근에
연구 개발한 기술은 그림 1 과 같이 인위적인 마커를

마커없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체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알체라에서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에서

자유롭게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는 실세계 물체를

사용자의 얼굴과 손과 같은 실환경 물체를 3 차원으로
분석하고, 그 위에 가상 물체를 실감나게 덧붙일 수
있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30fps 이상의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체, 그 중에서도
얼굴과 손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증강현실을 위해서는 물체의 bounding box 위치

속도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며,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R 카메라인 스노우 카메라[2]와 B612

정보뿐만 아니라, 3 차원 기하학적 정보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얼굴과 손이 가지고 있는 수십 또는 수백
개 랜드마크에 대해서 3 차원 깊이 정보를 확보해야만,

카메라[3]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와
가상물체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3 차원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3 차원 가상물체를 붙일 수가 있다.
㈜알체라에서는 Face AR 과 Hand AR 기술을

실시간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가상의 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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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카메라와 B612 카메라를 통해서 선보였으며,

가지고 구현하였다. 이 정보만 가지고도 손의 회전과
상하좌우전후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기에 재미있는

현재는 Finger Interaction AR 기술을 확보 중에 있다.

3D 가상물체를 붙이는데 어려움이 없다.

2. 본론
2.1 Face AR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얼굴 영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얼굴의 bounding box 를 찾는
얼굴 검출이다. 얼굴의 bounding box 를 알게 되면,
검출된 얼굴 영역 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106 개 얼굴 랜드마크의 2 차원 정보, 즉 (x,y)를
추출한다. 얼굴의 랜드마크는 눈썹, 눈, 코, 입, 턱선을

그림 3. Hand AR 의 과정

포함하고 있다. 얼굴 랜드마크의 2 차원 정보만을

2.3 Finger Interaction AR

이용해도 가상물체를 부착할 수는 있으나, 얼굴이
회전될 때 가상물체가 얼굴에서 떨어지는 어색함이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물체를 잡고 이동하는 Finger Interaction AR 이
되려면 손가락의 3 차원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얼굴

있다. ㈜알체라는 이를 위해서 손 뼈대의 3 차원 정보

랜드마크의 3 차원 정보, 즉 (x,y,z)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알체라에서는 3D deformable face

즉 (x,y,z)를 파악하고 있다. Face AR 과 유사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손의 3 차원 모델을 2 차원

model 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얼굴이 가질 수 있는

랜드마크에 정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

모든 형상과 표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3D 얼굴
모델이다. 이 모델을 이미 추출된 사용자의 2 차원

4 와 같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랜드마크에 오차를 최소로 하면서 정합을 한다.
정합이 완료된 3D face model 의 랜드마크는 3 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3D
가상 물체를 붙일 수가 있다. 그림 2 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Finger Interaction AR 의 과정

3. 결론
㈜알체라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얼굴과 손이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들의 3 차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여기에 3 차원

그림 2. Face AR 의 과정

가상물체를 부착함으로써, 마커 없이도 실세계에서
증강현실을 할 수 있었다. 본 기술은 메모리와 시간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서버의 도움 없이

2.2 Hand AR
Hand AR 도 Face AR 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제일
먼저 영상에서 손의 bounding box 를 찾게 된다.

스마트폰에서
스노우

하지만, 손은 고정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동작한다.

B612

카메라에

본

기술은
적용되어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얼굴 검출기처럼 하나의 검출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9 개의 서로 다른 손 모양을 검출할 수

참고 문헌

있도록 하였다. 손의 bounding box 를 알게 되면 손

1. http://www.alcherainc.com

영상에서 손의 뼈대를 추출하여 추적하게 된다. 손의
뼈대는 21 개의 손 랜드마크로 구성되어 있다.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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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ampmobile.snow

뼈대를 추적하면 손 관절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손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다. Hand AR 은 그림 3 과
같이 손 랜드마크의 (x,y) 정보 즉 2 차원 정보만

3.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com.linecorp.b612.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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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현실인 SecondLife Sansar[1] 게임에 적용된 시스템의 흐름. 유저는 마블러스디자이너[2]를 통해 의상을 만들고
Sansar 포맷으로 내보낸 후 해당 의상을 Sansar 게임 내에서 불러들일 수 있다. Sansar 에서는 불러들인 의상의 핏감을 조절할 수
있으며 유저가 설정한 핏감 그대로 게임 내에서 보여지게 된다.

요약문
본

시스템은

있게 된다. 또한 이미 현실 의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가상의상을

게임

및

마블러스디자이너의
의상들을
가상현실에
적용시킴으로써 패션의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손쉽게

기타

응용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상현실인 SecondLife

허물게 될 것이다.

Sansar 를 통해 그 예를 보여준다. 가상의상은 가상

주제어

캐릭터의 사실성 및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가상 의상 자체를 만들기가

가상현실, 가상의상, 패션, 의상시뮬레이션

매우 어렵고 실제 게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 서 론

전문적 리깅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 본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

마블러스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상을 쉽게

(Virtual Reality, VR) 및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을 응용한 게임과 응용 프로그램들이

HMD)의 대중적 보급 및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만들고 그 의상을 내보낸 뒤 게임에서 쉽게 불러들여
그 안에서 핏감을 조절, 그 결과물을 게임에 쉽게

점점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상현실의 경우

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어떤

실제로 가상현실 체험 공간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는 중이며, TV 및 인터넷 미디어에서도 심심치

유저라도 마블러스디자이너로 의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상현실에서 손쉽게 캐릭터에 적용시킬 수

않게 가상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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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상을 쉽게 리깅하는 법

현실로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세컨드라이프(SecondLife)의 후속작인 세컨드라이프

의상을 이미 리깅된 캐릭터에 리깅하는 것은 의상을
관절에 리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이미

산사(Secondlife Sansar)의 경우도 HMD 를 사용한
가상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캐릭터의 피부가 관절에 리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상을 관절에 직접 리깅하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 피부와 의상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상이

가상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몰입성’ 이다. 사용자가
실제 그 가상 세계에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신선함이

피부에 관통되는 등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가상현실의 매력 중 하나이며, 이 몰입성은 가상
세계의 캐릭터의 모양새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하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상의 리깅시 피부와 의상의
위치관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3 차원에서

원인이 된다. 이런 특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

기하학적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게

하나는 가상 세계의 캐릭터가 취할 수 있는 ‘패션’ 에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된다면 겨드랑이나 가랑이같이 모양이 복잡한 곳에
있는 의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리깅이 될 수 있다.

부분은 ‘의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깃값으로 기하학적 거리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에서 의상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피부의 리깅값을 설정한 후, 평활화
(smoothing)을 통해 잘못 리깅된 정보를 서서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의상의 리깅값을 계산한다.

2. 만든 의상을 이미 리깅되어 있는 캐릭터에
리깅하는 것이 어렵다.
즉, 가상현실에서 쉽게 의상을 사용하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문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 (A) 단순히 거리만으로 리깅한 경우 (B) 평활화를

2.1 의상을 손쉽게 제작하는 법

통해 잘못된 값을 걸러낸 경우

클로버추얼패션에서 개발한 마블러스디자이너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상 시뮬레이션
솔루션이다. 마블러스디자이너는 이미 세계 유수의

3. 결론

게임 및 영화 회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가상 의상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발전하고 있는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 및 요구사항에
비추어 볼 때 가상의상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미 현실의

솔루션이다. 속도를 위해 사실성을 희생하는 다른
게임
엔진들의
의상
시뮬레이션과
달리,
마블러스디자이너는 현실과 동등한 2 차원 패턴을

패션에서도 의상들의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의상이 쉽게 가상
현실 안으로 적용되어 앞으로는 현실과 가상에서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및 자기 충돌(selfcollision)을 통해 한층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를
보여주며, 비록 속도가 실시간으로 사용될 정도로

패션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빠르진 않지만 현존하는 여타 의상 시뮬레이션 전문
프로그램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현재
패션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CLO3D[3] 의상도

참고 문헌

마블러스디자이너로

1. https://www.sansar.com/

호환되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의상을 게임 및 가상현실 등으로
가져오기도 손쉽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2. https://marvelousdesigner.com/
3. https://clo3d.com/

가상 의상들은 게임 및 가상현실에서 의상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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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er – Shopping Experience Innovation
An automatic shopping recommendation service
삼성 SDS
Samsung SDS
https://www.samsungsds.com

최영현
Choi Young Hyun

이동복
Lee Dong Bok

나인형
Na In hyung

celina.choi@samsung.com

dongboklee@samsung.com

inhyung.na@samsung.com

제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인 맞춤형 최적

요약문

상품추천 기능으로 대안 서비스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Matcher 는 오프라인 쇼핑 시 쇼핑객에게 제공되는
인공지능 개인 맞춤형 최적 상품추천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를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
검색, 구매 데이터와 오프라인 쇼핑행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개인화된 최적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제어
실내 위치 측위 기반 인공지능 상품 최적 추천
알고리즘, 에고센트릭 인터페이스 (자기 중심적

그림 1 Matcher Service App

사고가 적용된 인터페이스)

2. 고객 중심 정보 인터페이스 제공
1. 고객 니즈 발견

Matcher 가 제안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자기 중심적

1.1 쇼핑객의 니즈

사고가

적용된

인터페이스

설계로

정보

인지

부하량을 줄여서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상품을 피곤할 정도로 둘러봐야 하는 불편함을

상품의 위치와 정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게 실시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해 인공지능 개인

에고센트릭 인터페이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적용된
인터페이스)로 위치, 방향, 거리 정보가 직관적으로

맞춤형 최적 상품추천 기능으로 대안 서비스를 제시
하였습니다.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마케터의 니즈

2.1 단 한 개의 상품 추천 정보 구성

마케터 관점의 푸시형 마케팅 전략은 유익한 정보가

고객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너무

아닌 쓰레기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마케터들은 하고

많은 상품을 피곤할 정도로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인공지능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적 상품추천 기능으로 쇼핑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진실의 순간들”을
데이터화해서 보다 고객이 원하고 찾는 정보를

줄일 수 있는 단 한 개의 최적 상품추천 인터페이스
를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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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진 불편한 경험에 대해 대안 서비스를 제시한

미래비전 서비스로, 구매자의 온오프라인 구매 이력
및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구매 아이템을

것입니다.

제시하는 것입니다.

2.2 추천상품분석 상세정보로 구매의사결정 지원
고객이 상품을 구매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인공지능
최적 추천 상품 분석기능으로 고객에 맞는 기존에
구매한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에

취향에

맞춘

신제품까지 예상해서 추천하게 되며, 변하게 될
고객의 취향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상품을 추천하고,
추천하게 된 분석내용에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품 구매시 고민했던 경험에 대해 대안 서비스를
제시 했습니다.
2.3 고객중심 실시간 위치이동 정보 제공

그림 3 Matcher 서비스 프로세스

쇼핑하면서 고객이 몰에서 상품을 찾아 헤매거나

고객에게는 적절한 구매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이 돌아다녀서 지치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상품의 위치와 정보를 고객의 이동 경로에
따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게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타깃

고객

프로모션

및

지속적인 고객의 변화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미래 유통서비스 경험혁신을 구체화하여

실시간

에고센트릭 인터페이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적용된
인터페이스)로 위치, 방향, 거리 정보가 직관적으로

2017 년 국제디자인 공모전인 IDEA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 Top Winner 로 우수한 인정 받았습니다.

설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에서
이동하면서 피로해진 불편한 경험에 대해 대안
서비스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사의 글
Matcher 서비스는 “삼성 SDS NexShop 솔루션의
Digital Experience 와 Behavior Sensing 기술을
기반한
차세대
Retail
기능”을
활용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 문헌
1.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about
/company/history/about_history.html
2.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about
/news/1196729_1507.html
3. http://www.idsa.org/awards/idea/servicedesign/matcher-shopping-experienceinnovation

그림 2 Matcher 서비스 예상성과

4. https://www.samsungsds.com/us/en/solutions/
off/nrm/nexshop_marketing.html

3. 수상성과

5.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oluti

Matcher 서비스는 삼성 SDS Nexshop 서비스의

ons/off/nde/nexshop_digital_experience.html

Digital Experience 와 Behavior Sensing 솔루션을
기반한 차세대 Retail 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6.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oluti
ons/off/nsm/nexshop_omnichann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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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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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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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Heej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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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Sketch 해보며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요약문

수렴하였습니다.

Angel Talk 은 언어/인지 발달장애 증상을 보이는

1.3 주요 Pain Points

희귀 난치성 질환 엔젤만증후군을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질문과 상황 해결로 인해 아이와의
소통단절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주제어

있었습니다. 특히 엔젤만 증후군 아동의 경우, 강한

AAC, 보완대체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욕구표출을 하는 편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사항의
내용 파악이 어렵고, 그에 따라 근본적인 욕구 해소가
어려워 지속적인 갈등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님이 스마트폰의
Youtube 앱을 실행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1. 고객 니즈 발견
1.1 프로젝트 시작 배경
사내에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금

수상

후

1.4 기존 AAC App 에 대한 조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전액 기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엔젤만 증후군 아동의

다양한 AAC App 이 존재하나, 단순 발화만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App 이 대부분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 아이들을 위한 모바일 앱의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1.2 엔젤만 증후군에 대한 리서치 진행

인지는 가능하나 발화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제작됨

엔젤만 증후군(Angelman Syndrome)은 인지발달이
지연되고, 언어 장애, 짧은 집중력, 소근육 미발달,

-

한번에 여러 개의 카드로 구성

과도한

나타나는

-

상징 및 그림으로 단어 의미를 표현

희귀질환으로, 인지능력은 1~2 세 수준, 언어능력은
평생 몇 개의 단어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드는 방식

웃음,

발작

및

경련

등이

반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AAC 앱의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부모님
12 명의 실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Pain Point

-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아이들이 인지 가능한
레이아웃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이 평소 모바일
앱(특히 Youtube)에 높은 관심을 보여 모바일 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

상징/그림이 아닌 실제 사진 또는 영상 사용

부모님이 원하는 모바일 앱을 직접 Ideation 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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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관심이 많은 사물 카드 직접 만들기

따라서 우리는 한번에 하나의 카드만을 노출시켜
한가지 의미만 인지시키도록 하였고, 아이들에게

기능

맞는 터치 감도 레벨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도를
조절해가며 테스트 하였습니다.

2.3 컬러로 카테고리 구분 유도

그림 1 Angel Talk App

아이들의 언어/인지치료 수업 참관을 통해 컬러에

2. 지속적인 USER VALIDATION 수행

대한 관심과 암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진행된 부모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총 17 회, 10 명의 아이들이 직접 개발된 App 을

아이들이 화려하고 자극적인 원색 컬러에 높은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총 28 회, 18 명의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운 카테고리 개념을 이해시키는

부모님과 총 8 회, 19 명의 전문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자인하고, 출시까지 반복적으로 Validation

데에

진행하였습니다.

원색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카테고리 개념 인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2.1 각각의 아이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카드
엔젤만 증후군 아이들은 문자/상징/그림에 대한 인지

2.4 잠금화면 아이모드

및 암기능력이 낮은 반면, 실물 사진을 보고 바로

평소

인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TTS 를
낯설어하며 인지하지 못한 반면, 부모님 음성에 대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버튼(홈,잠금버튼)을

눌러

기기의

지속적인

하드웨어
앱

사용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긍정적/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따라서 우리는 상징을 사용하는 기존 AAC 와 달리
실제 사진을 찍어 직접 카드를 만드는 방식을

부모님이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즉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도입하였고, 기존 TTS 기능을 삭제하고 부모님 음성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앱으로 진입하기까지의

직접녹음 기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2.2 한 화면에 하나의 카드만을 제공

따라서 우리 잠금화면에 하드웨어 버튼에 영향을

아이들은 한번에 여러가지 이미지 및 그 의미를

받지 않고, 쉽게 잠금을 풀 수 없는 아이모드 앱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근육 미발달로 인해
세밀한 터치 및 스와이프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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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긴급한

상황에서의

접근성

향상

및

끊김없는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Angel Talk 은 2017 년 국제디자인 공모전인
IDEA 의 Social Impact Design 부문에서 Bronze,
Reddot 의 Social Impact Design 에서 Winner 로
우수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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