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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인터페이스는 몸을 사용하는 특성상 많은 수의 제스처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제스처로 

사용할 지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인터페이스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기능의 선정은 

주로 개발자의 직관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기존의 직관적인 선정은 편향적으로 기능을 선정할 위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직관적인 선정이 기능의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하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지표를 제작하 다. 그 뒤, 스마트TV의 기능을 

대상으로 제스처 적합성 지표를 통한 평가와 직관적인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 다.  

평가 결과, 평가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직관적 평가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한 평가 지표의 

일부로 직관적 평가 내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기능의 직관적인 선정에 

대해 분석하고 또 보완하여, 기능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평가 지표의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주요어 : 스처, 합 , 스마트TV, 능 평가 

학   번 : 2011-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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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구  배경 
 

무어의 법칙이 서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크기와 가격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키보드와 명령어로 이루어진 인터페이스(CLI : Command Line 

Interface)에서 마우스와 바탕화면으로 이루어진 인터페이스(GUI : 

Graphic User Interface)로의 변화가 그나마 인터페이스의 역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변화 을 뿐이다. GUI의 등장 이후,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은 기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WIMP(Windows, 

Icons, Menus, Pointers)라고 하는 4가지 요소의 패러다임에 

갖혀있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NUI : Natural User 

Interface)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Wigdor and Wixon, 2011). NUI는 향상된 센서와 프로세서의 

성능을 토대로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컴퓨터와의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UI는 그 방식에 따라 음성인식, 

제스처(Gesture), BMI(Brain-Machine Interface) 등으로 나뉜다. 

 

NUI의 이러한 많은 종류들 중에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기기가 우리의 

생활에 조금씩 진입하고 있다. 제스처를 사용한 인터페이스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한 계기가 된 비디오 게임기기인 Nintendo 

Wii와 전용 조작기기인 Wiimote를 시작으로, Wii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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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Xbox용으로 출시한 모션 인식 카메라인 Kinect도 

출시 60일 만에 8백만 대가 팔려 기네스북에 올랐다. Vega는 

자사의 스마트폰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 고, Google 또한 

전화기능에 사용할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Ruiz et 

al., 2011). 또한 삼성은 자사의 최신형 스마트TV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가전 제품 분야에서도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Olivarez-

Giles, 2012).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 분야는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사용 

맥락(Context)에 대한 연구이다.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에 따라 제스처 

인터페이스와 잘 어울리는 상황을 선정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그 환경에서의 

제스처가 이전의 인터페이스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더 

개선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이다.  

 

두 번째 분야는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기기(Device)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다. 제스처 인식을 어떻기 기기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스처 인터페이스 연구 분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분야로서, 80년대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기를 직접 개발 후 시험해 

보거나, 제스처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델링(Modeling), 

해석(Analysis)에 대한 개선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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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분야는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사용할 제스처 자체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식이 가능한 수 많은 제스처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스처를 골라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 분야는 제시한 

기능에 맞는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제스처 개발 분야와 여러 제스처 

중 제시한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를 찾는 제스처 평가 분야의 두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서술한 세 가지 분야와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다뤄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 

그것은 어떤 기기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때, 기기가 가진 

여러 기능들 중에서, 특히 제스처로 사용할 기능(Command)을 

선정하는 연구이다. GUI가 CLI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서 발전해왔듯이, NUI 또한 GUI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GUI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Wigdor 

and Wixon) 어떤 기능을 제스처로 다룰 것이며 어떤 기능을 

제스처로 다루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과 기기의 스마트화에 힘입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기기는 점점 많은 양의 기능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기기가 가진 그 

모든 기능에 대한 제스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 기능 각각에 

대한 제스처를 일일이 만들어내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비생산적이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 어려움이다. 사용자는 수많은 양의 제스처를 

익히고, 그 제스처와 기능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제스처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에 피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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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것이다(Miller, 1956). 두 번째로 신체적인 어려움이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과 스위치를 사용한 기존의 인터페이스는 손가락과 

손목의 비교적 적은 움직임만으로 기기를 조작하기에 충분하 다. 

그러나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그보다 더욱 커다란 움직임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움직임은 신체적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단점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기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일부의 기능에 선별적으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GUI를 보완하는 NUI의 역할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기능의 선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부족하 다.  

 

제스처를 사용할 기능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제공자 중심 방식으로 기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문가와 제공자의 전문 지식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 중심 방식으로 다수의 사용자로 하여금 제스처로 쓰고 

싶은 기능을 선정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사용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은 평가자의 

직관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관적 선정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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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에 적용할 기능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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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  

 

본 연구는 기기가 가진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스처 

적합성이란 기기의 어떤 기능이 제스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도를 

뜻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기존의 기능 선정 방법이 

가진 문제점을 본 연구에서 제시할 지표로 일정 부분 해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상세한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정량적 제스처 적합성 평가 지표 개발]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여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 다. 나아가 

그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화하 다. 

 

2. [개발한 지표의 실제 적용] 실제 시중의 스마트TV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대상으로 1에서 개발한 지표를 이용하여 제스처 

적합성을 평가해 보았다. 

 

3. [직관적 기능 선정 실험] 2에서 평가하 던 것과 동일한 

스마트TV의 기능을 대상으로 직관적인 방식으로 적합한 제스처를 

선정해보게 하 다. 그 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직관적으로 선정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4. [직관적 선정과 지표를 통한 평가 간의 비교] 2를 통해 평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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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의 평가 수준을 가지고 3의 실험을 통해 알아본 직관적 평가 

내용을 모델링해 봄으로서, 사용자가 제스처 적합성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의식하는 기능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5. [기능 선정 가이드라인의 제시] 2, 3, 4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관적 

기능 선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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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  구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제스처 전반에 대한 리뷰를 하 다. 먼저 제스처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하 다. 흔히 제스처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보조적이나 추가적으로 쓰이는 몸짓을 의미하는데,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범주로 쓰이는 지를 주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타 인터페이스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강점은 

무엇이고 주로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스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뒤 마지막으로 제스처 관련 연구가 그 동안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제시하고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그 동안 거의 다루어 오지 않았음을 보 다. 

 

3장에서는 제스처의 적합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 는지를 

보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지표들의 출처를 제시하 으며, 문헌 

조사에서 제공한 지표를 설문조사에 알맞도록 수정하는 과정과 점수 

체계를 제시하 다. 

 

4장은 삼성 스마트TV를 대상으로 한 Case Study이다. 3장에서 

개발한 적합성 평가 지표를 스마트TV의 기능들에 적용하 으며, 

나아가 기존의 직관적인 기능 평가를 Card-Sorting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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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4장에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기능 평가와 

지표를 통한 기능의 평가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모델링하 다.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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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  및 존 연구  
 

 

2.1 스처 인터페이스 하에  스처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스처란 인간이 가진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서, 

타인에게 시각적인 신호를 보내는 갖가지 동작을 말한다. 제스처가 

되기 위해서는 동작이 남에게 보여야 하며, 어떤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Morris, 2002).  

 

인간 간의 의사소통에서 제스처는 음성, 문자 등 타 수단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사실상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모든 동작을 제스처라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려 하면, 제스처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키보드, 마우스 등의 

기존 인터페이스들이나 터치스크린 등의 비교적 최신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기계의 모든 의사소통은 사실상 동작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를 제스처라고 부를 수 있을까? 

 

Kurtenbach and Hulteen(1990)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들의 

논문에서 “제스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신체의 움직임이다. 헤어지며 

손을 흔드는 것은 제스처다. 그러나 키보드를 누르는 것은 제스처가 

아니다. 왜냐하면 키보드를 누르는 신체의 움직임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어느 키를 누르는 가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언급하 다. 즉, 제스처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간 동작의 유무가 아니라 기기가 그 

동작을 시각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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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인식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의 

제스처 인식 방식을 생각해내었다. 장갑을 사용하여 장갑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Glove-based 방식.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입력받는 Vision-

based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전통적으로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그 외에 터치스크린이나 마우스 등으로 기존의 

커서 클릭 방식이 아닌 특정한 2차원적 움직임을 통하여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나, 중력센서를 사용한 제스처 입력 방식 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활용할 신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제스처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 팔, 어깨 등의 범위까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연구들도 이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가 가정하는 상황의 물리적 가용성(Ronkainen et al., 2010)에 

따라 다른 신체를 이용하는 제스처의 연구도 소수 

존재한다(Nishikawa et al., 2003; Paelke et al., 2004). 

 

제스처 인터페이스에서의 제스처가 가진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는 

제스처의 의식적 사용 여부를 들 수 있다. 무의식적인 감정표현이나 

음성언어의 강조표현에 사용되는 몸짓 또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제스처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제스처 인터페이스에서는 의식적인 

행동만 제스처로 파악하며, 무의식적인 움직임과 제스처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한다(Wachs et al., 2011; Pavlovic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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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처 인터페이스  특  
 

제스처는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신호이다. 이 시각적 특성은 제스처가 

공간적 움직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용이한 양식이 되는데 

이바지한다. 특히 3차원 공간 정보의 활용에서 제스처는 타 

인터페이스 양식에 비해 효과가 우월하며(Oviatt, 1999), 큰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다룰 때,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가치는 매우 높다(Blatt 

and Schell, 1990).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음성 인식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제스처의 시각적 특성은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제한 사항을 부여한다. 제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Kolsch et al., 2003), 제스처를 사용할 

부위가 타 기기에 점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Ronkainen et al., 

2010). 또한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카메라가 인식하는 공간 안에서만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카메라 설치가 어렵거나 해당 

카메라가 외부 사물을 인식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힘들며, 특수 장갑 등의 다른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Huang and Pavlovic, 1995).  

 

두 번째 특성은 제스처의 비접촉성(Contact-free)이다(류태범 외, 

2012).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기기를 다루기 위해 사용자는 

해당 기기에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용자와 대상 기기간의 인터랙션이 



 

 13

일어날 때마다 대상 기기에 접근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편할 경우,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제스처의 비접촉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는 가정 내의 TV, 2차 감염을 줄여야 하는 

병원의 의료기기, 휠체어 등 장애인 기기를 들 수 있다(Wachs et al., 

2011). 

 

다만 제스처의 비접촉성이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비기기성(Machine-

free)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더라도 

특수 장갑이나 마커,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Huang and 

Pavlovic, 1995). 만약 완전한 비기기성을 가진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된다면 제스처의 비접촉성이 가진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의미부여의 경제성이다. 특히 음성 인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점이 두드러진다. 음성 인식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성 언어로 기기의 조작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하나의 기능을 부르는 여러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연어로 명령을 인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복의 

정도가 더 심하다. 이 경우 오직 하나의 단어만 음성으로 인식하게 

하면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낀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새로운 단어가 

기존에 사용하는 단어와 중복될 수도 있고, 그 단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반해,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경우 언어처럼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기능과 제스처를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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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줄어들며,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기능의 숫자만큼의 제스처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제스처는 경제적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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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처  종류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제스처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 다. 제스처의 분류기준은 

크게 형태적 분류기준, 친숙성 분류기준, 의미적 분류기준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2.3.1 형태적 분류기준 

 

형태적 분류기준은 제스처의 겉보기 형태에 대한 기준이다. 이 

형태의 가장 간단한 분류는 제스처를 간단히 정적 제스처(Static 

Gesture)와 동적 제스처(Dynamic Gesture)의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이다(Saffer, 2008). 정적 제스처는 일정 시간 동안 고정된 신체의 

자세(Posture)로 의미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제스처이며, 동적 

제스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제스처이다.  

 

좀 더 세분화된 형태의 분류로는 Vatavu and Pentiuc(2008)의 손 

제스처 분류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제스처를 

정적/동적(Static/Dynamic)과 단순/일반(Simple/Generalized)의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하여 총 4가지로 제스처를 나누었다. 정적 

단순(Static Simple) 제스처는 손의 위치와 모양이 일정시간 동안 

유지되는 제스처를 말한다. 정적 일반(Static Generalized) 제스처는 

손의 위치가 고정된 채 모양이 움직이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동적 

단순(Dynamic Simple) 제스처는 손의 위치가 움직이면서 모양이 

유지되는 제스처를 의미하며, 동적 일반(Dynamic Gene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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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는 손의 위치와 모양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2.3.2 친숙성 분류기준 

 

친숙성 분류기준은 제스처들이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친숙한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Nespoulos and Lecours(1986)는 그들의 제스처 

분류법에서 임의성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제스처의 친숙성을 

분류하 다. 그 분류에 의하면 임의적 제스처(Arbitrary Gesture)는 

친숙하지 않으며 따로이 배워야 하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그에 비해 

모사적 제스처(Mimetic Gesture)는 친숙하며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나, 해당 문화의 향을 강하게 받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Nespoulos and Lecours의 임의성 분류법은 제스처의 친숙한 정도와 

제스처가 의미를 함유하는 방식에 대한 분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명료하지 않고 모호하다. 특히 모사적 제스처는 그 이름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에 반해, Weil(2010)이 제시한 기준은 친숙성에 한해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제스처를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직관적 

제스처(Intuitive Gesture)는 사용자에게 이미 그 의미가 굉장히 

명백하며, 사용자가 특별히 학습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훈련된 제스처(Pretrained Gesture)는 그 사용이 

직관적으로 명백한 제스처는 아니나, 이전의 버전이나 기계에서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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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훈련이 필요한 제스처(Trained Gesture)는 명백하지 

않으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숙달을 위해 반드시 학습이 필요한 

제스처를 의미한다.  

 

2.3.3 의미적 분류기준 

 

Weil이 제스처를 구분하면서 사용한 명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스처의 몸짓과 그 몸짓이 의미하는 뜻이 얼마나 강하게 이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즉 Weil은 몸짓 만을 

제스처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몸짓과 몸짓이 가진 뜻(Command)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제스처를 정의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몸짓의 형태만으로 제스처를 분류한 형태적 분류 기준과 큰 차이가 

있는 점이다. 

 

우리는 몸짓과 그 몸짓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방식에 따라 제스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스처가 의미를 담아내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왔다. 

최은정 외(2012)는 기존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3차원 핸드 제스처 

체계를 두 가지 대분류와 여섯 가지의 소분류로 정리하 다[표 1]. 

 

[  1] 처  (  , 2012) 

Category Sub-Category Description 

  

(Manipulative-

Based) 

Pantomimic-User 

Viewpoint 

Depiction of physical motion of using the 

object 

Pantomimic-Object 

Viewpoint 

Depiction of physical motion of the object 

개   

(Concept-Based) 

Metaphoric-Abstract Depiction of abstract images or idea 

Metophoric Depiction of metaphorical motion or 

image 

Lakoff Depiction of concepts related to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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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or period 

Symbolic 1:1 mapping of gesture to meaning 

Deictic Pointing at object or area 

 

조작 기반과 개념 기반의 두 대분류는 Pavlovic et al.(1997)의 

분류체계에서 그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 Pavlovic et al.(1997)은 

제스처를 통하여 기기를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 조작적(Manipulative) 

제스처와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제스처로 나누었다. 조작적 

제스처는 제스처가 특정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사물을 다루는 것처럼 

행동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의사소통적 제스처는 미리 

약속된 제스처를 통하여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최은정 

외(2012)는 제스처를 도출한 기기의 물리적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스처를 조작 기반 제스처라 부르고, 사용자의 기억이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스처들을 개념 기반 제스처라 이름 

붙 다. 

 

Pantomimic 제스처는 User Viewpoint와 Object Viewpoint로 

나뉘는데, User Viewpoint는 대상의 사용 방식을 모사하는 형식의 

제스처를 의미한다. Ekman and Friesen(1981)의 Kinetograph 제스처, 

Ruiz et al.(2012)의 Physical 제스처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에 반해 

Object Viewpoint는 대상 사물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모사하는 

제스처이다. Ekman과 Friesen(1981)의 Pictograph 제스처, Rime and 

Schiaratura(1991)의 Iconic 제스처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Metaphoric 제스처는 대상 사물을 직접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모사하는 Pantomimic과 달리 비유적으로 표현해내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추상적인 기능을 제스처로 비유적으로 표현하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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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ic-Abstract의 범주에 들어가며, 동물 모양의 네발 로봇을 

제스처로 움직인다고 할 경우, 말 고삐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제스처를 만들었다면(Guo and Sharlin, 2008), 그것은 Metaphoric 

제스처에 들어간다. 

 

Lakoff 제스처의 경우, 원 의미는 자신의 감정 또는 시간적 의미를 

공간으로 매핑하여 표현하는 제스처(Koons, 1994)이다. 앞을 미래, 

뒤를 과거로 보는 제스처들이 이에 해당한다. 최은정 외(2012)는 

이를 시간 혹은 양과 관련된 개념을 공간 상에 매핑시킨 제스처로 

수정하 다. 예를 들어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나 양의 

증감관계를 표현하 다면 그것은 Lakoff 제스처에 속한다. 

 

Symbolic 제스처는 제스처와 뜻 간의 연결에 어떠한 필연성이나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습이나 권위, 또는 문화에 의해 

연결된 기호이다. 최은정은 이 제스처의 예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기호, 아이콘의 모사, 해당 뜻의 두문자의 모사, 문장부호의 

모사 등을 제시하 다. 

 

Deictic 제스처는 공간 혹은 기기를 손으로 지시하는 제스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 로봇의 이동 목표 위치나 방향을 제스처를 

사용하여 표시한다면(Ishii et al., 2009) 그것은 Deictic 제스처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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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처  존 연구  분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제스처 인터페이스 관련 

연구는 연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하나는 기기 중심 제스처 연구 분야로서, 제스처 인터페이스 

사용을 가능케 해주는 제반 기기의 개발에 그 목적을 두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개발된 기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단어집(Gesture 

Vocabulary) 개발 분야로서,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제스처를 

어떻게 제작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아래는 세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2.4.1 기기 중심 제스처 연구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기 제작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제스처를 인식하는 새로운 기기의 개발 및 개량 또는 제스처 인식 

모델링 등이 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말하자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제스처라고 하는 의사소통 

통로를 만드는 연구이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두 절벽을 잇는 

다리의 기초적인 구조를 만드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제스처 인식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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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 처 연 (Marcel, 2002) 

Glove-Based 

VPL DataGlove 

Virtex CyberGlove 

Space Glove 

Muscle-Computer Interface 

Markers and Marked Gloves 

Sturman & Zeltzer (1994) 

Kramer & Leifer (1989) 

Sturman & Zeltzer (1994) 

Saponas et al. (2010) 

Toriage et al. (1992); Davis et al. (1993); 

Maggioni (1993); Cipolla et al. (1993) 

Vision-Based 

Static Gesture 

Recognition 

 

Zernike’s moment  

Eigen-vectors  

 

Gabor’s coefficients  

 

Contours  

Hunter et al. (1995) 

Moghaddam and Pentland 

(1995) 

Triesch and Malsburg (1996) 

Kass et al. (1997); Shen et al. 

(1986); Deriche (1987) 

Dynamic 

Recognition 

 

Dynamic Time Warping  

Neural Network 

 

Hidden Markov Models  

Cambell et al. (1996) 

Murakami et al. (1991); Waibel 

et al. (1993) 

Schlenzig et al. (1994) 

 

기기가 제스처를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가 이 분야의 중요 목표이기 

때문에 기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이 연구분야에서 중요시하게 여긴다. 

Responsiveness는 제스처로 내린 명령에 대한 피드백이 얼마나 

원활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Accuracy는 사람의 

제스처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계가 인식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Reconfigurability는 여러 사람들이 가진 서로 다른 신체 치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확히 제스처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아래의 [표 3]는 각 지표와 그 지표가 사용된 문헌을 정리한 표이다. 

 

[  3]  심 연 에  사 한 지  

지  사  헌 

Responsiveness Wachs et al. (2011) 

Accuracy Ashbrook et al. (2010); Nishikawa et al. (2003);  

  (2004); Yee (2009); Stern et al. (2008);  

Error rate 남   (2008); Guo and Sharlin (2008); Sato (2007); 

Cabral et al. (2005) 

Reconfigurability Wach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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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기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춘 까닭에 이 연구에서 이용되는 

제스처들은 신체적, 인식적 측면에서 실제로 사람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태인 경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제스처를 생각해볼 수 있다(Nielsen, 2004). 이러한 형태의 제스처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현하기 불가능하며, 기능의 

연결이 비논리적이다.  

 

 

[그림 2]  심  처  (Nielsen, 2004) 

 

2.4.2 맥락 중심 제스처 연구 

 

이 분야에서의 주요 작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식률이 보장되는 

기기들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기초적인 구조가 완성된 다리를 실제 절벽에 

설치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목표는 실제 존재하는 상황이나 기기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봄으로써, 그 조건 하에서 기존 인터페이스보다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적용이 주로 연구되는 분야들은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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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    

 

공간적 움직임 분야는 실제 혹은 가상의 물체의 위치나 방향을 

제스처로 조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분야이다. 제스처는 

이러한 공간적 조작에 이점을 가진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류태범 외, 

2012). 특히 3차원 공간을 다룰 때에 있어서 제스처의 효과는 다른 

인터페이스 보다 높다(Oviatt, 1999). 많은 정보를 직접 다루는(direct 

manipulation).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공간적 조작 분야로는 로봇의 

조작(Guo and Sharlin, 2008; Ishii et al., 2009)이나, 전자 테이블 

위에서의 오브젝트 조작(Wobbrock et al., 2009; Morris et al, 2006) 

등이 있다. 

 

컨텐츠 조작 분야는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 보여주는 컨텐츠를 

제스처로 조작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스크린에서 제스처 

 참고 헌 한 어플리  

공간  움직  Guo and Sharlin (2008)  

Nielsen et al. (2004)  

Wobbrock et al. (2009) 

Morris et al. (2006) 

Ishii et al. (2009)  

AIBO  

평 도상에  가  

  도  

  사진 

청   

엔 트 Höysniemi  et al. (2005)  

Stern et al. (2008)  

동  게  

차량운  게  

원거리  Fikkert et al. (2010)  

Kela et al. (2006)  

Nancel et al. (2011) 

Baudel and Beaudouin-Lafon 

(1993) 

크린  

VCR 

크린 

크린 

건 개  Jia et al. (2007)  

Kuno et al. (2000)  

Xue and Qin (2011)  

Nishikawa et al. (2003)  

체어 

체어 

청각   

라 

Short-cut Wolf (1988)  

Blatt and Schell (1990) 

Ecker et al. (2009) 

원규  (2011) 

Ruiz et al. (2011) 

프 드시트 프 그램 

트 편집 프 그램 

게  

웹 라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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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의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tt and 

Schell, 1990). 일반적인 크기의 스크린을 조작하는 것에서(Fikkert et 

al., 2010), 한 쪽 벽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크기의 스크린에 

이르는(Nancel et al., 2011)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을 다루며, 스크린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스크린의 컨텐츠를 제어하는 VCR(Kela et al., 

2006)이나 프리젠테이션 기기(Baudel and Beaudouin-Lafon, 

1993)까지 컨텐츠를 사용하는 폭 넓은 분야를 다룬다. 최근에는 

스마트 홈의 중심 기기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TV의 조종에 대해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Kühnel et al., 

2011; Neßelrath et al., 2011).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상품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매우 크게 성공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들 수 있다. Nintendo 

Wii와 Microsoft Kinect의 대성공은 사용자가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경험하는 데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 

성공은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장벽을 

낮추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몸 전체를 

사용하는 아동 대상 게임의 연구 (Höysniemi et al.2005) 혹은 

차량운전 게임(Stern et al., 2008)에 대한 제스처의 적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조건 개선 분야 또한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큰 근력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제스처 휠체어가 개발된 바 있으며(Jia et al., 2007; Kuno et al., 

2000),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기기 제스처 인터페이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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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바 있다(Xue and Qin, 2011). 이러한 장애 조건은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 Nishikawa et 

al.(2003)은 집도를 하기 때문에 양 손이 자유롭지 않은 수술 중의 

집도의가 환부를 비춰주는 카메라를 목의 움직임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다. 

 

기기의 조작을 더욱 빠르게 해주는 Short-cut으로 기능하는 제스처 

또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나 텍스트 입력 

프로그램에서의 빠른 편집 및 수정(Wolf, 1988; Blatt and Schell, 

1990)에서 나아가 웹브라우저(박원규 외, 2011), 차량 내 

네비게이션(Ecker et al., 2009), 핸드폰(Ruiz et al., 2011)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제스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2.4.3 제스처 단어집(GV : Gesture Vocabulary) 중심 연구  

 

제스처 단어집 개발 분야는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직접 사용할 

제스처를 만들고, 만든 제스처를 평가하는 것에 중심을 둔 연구 

분야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스처 인식률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기가 여러 등장함에 따라 비로소 ‘여러 제스처 중 어떤 

제스처가 더 나은 제스처인가?’ 라는 질문을 탐구해볼 여건이 

갖춰지게 되었다. 그래서 제스처 단어집 개발 연구는 이전에 소개한 

어떤 분야보다 기계적 조건에 대해 자유로우며, 최초로 기계가 아닌 

인간의 조건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스처 단어집 개발 분야는 크게 제스처 개발(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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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과 제스처 평가(Gesture Evaluation)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제스처 개발 분야는 사용자 중심 방법과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표 5].  

 

사용자 중심 방법은 기능에 대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제스처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사용자들의 제스처를 수집하는 방법은 Wizard of 

Oz, scenario, questionnaire, paper and pencil, simulation 이 

포함된다. Wizard of Oz는 실제로 제스처를 인식하지 않지만 

숨어있는 오퍼레이터가 사용자의 제스처를 보고 기기의 기능이 

이루어지게 하여 피실험자로 하여금 실제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기기의 제스처 인식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제스처를 수집할 수 있어 자주 사용된다. Scenario 

방법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하거나, 실제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제스처를 수집한다. 

Wizard of Oz방식보다 더 사용자의 이용할 때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기 쉽다. Questionnaire는 설문형식으로 기능에 대한 제스처를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오랜 시간 기능에 자신에게 

적합한 제스처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aper and 

pencil 방법은 사용자가 주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제스처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제스처를 그리는 방법으로 

특히 2차원의 터치 제스처 설계에 유용하다. 

 

전문가 중심 제스처 설계 방법은 개발자의 직관(intuition), 

메타포(Metaphor), 공간 추상화(Spatial abstract), 분석적 

방법(Analytic Method) 등이 포함된다. 직관적 설계 방법은 제스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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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전문가가 임의로 제스처를 개발하는 방법이고, 메타포 

방법은 대상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상황이나 유사한 기능에 대해 

실제로 이용되는 제스처를 어플리케이션의 제스처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Guo and Sharlin(2008)은 로봇 애완견의 

이동에 관련한 제스처를 승마의 고삐를 조작하는 동작으로 

설계하 다. 공간개념의 추상화는 공간의 추상적 개념을 손의 

방향성과 연결하여 제스처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또한 분석적 방법은 

사용자의 제스처를 수집한 후 이를 작은 동작 단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가 제스처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  5] 처 개   

  사  헌 

User-

Centered 

Design 

Wizard of Oz Fikkert et al. (2010) 

Scenario Nielsen et al. (2004) 

Ishii et al. (2011) 

Morris et al. (2006) 

Questionnaire Kela et al. (2006) 

Kühnel et al. (2011) 

Paper and Pencil Rhyne (1987) 

Expert-

Centered 

design 

Intuition Bannach et al. (2007) 

Nishikawa et al. (2003) 

Metaphor Morris et al. (2006) 

Guo and Sharlin (2008) 

Sato et al. (2007) 

Spatial Abstract Hurtienne et al. (2010) 

 

제스처 평가 분야는 개발한 제스처들을 여러 지표로 평가하여 해당 

기능에 적용할 제스처를 추출하는 분야이다. 제스처의 평가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 피실험자에게 제스처를 

배우게 하는 부분, 제스처를 실제 사용케 하는 부분, 제스처 사용 후 

평가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평가는 제스처 사용 시 들어가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사용 후 인터뷰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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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표로 평가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스처에 대해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제시되어 

왔는데, 그 지표들은 신체적, 인식적, 사회적, 감정적, 제스처 

단어집(GV)적, 종합적의 6가지 평가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6]. 

 

신체적 평가는 제스처를 사용할 때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이다. 제스처를 사용할 때 신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Comfort), 제스처를 사용할 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피로해지지는 않는가(Fatigue), 어떤 제스처는 

다른 제스처에 비해 신체적으로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Physical 

Effort) 등의 평가 지표를 들 수 있다. 

 

인식적 평가는 신체적 평가와 달리 인간이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정신적인 부하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해당 

제스처는 배우기 쉬운가(Learnability), 해당 제스처는 배운 뒤 다시 

기억해내기 쉬운가(Memorability), 제스처와 기능 간의 연결이 

직관적으로 그럴 듯 한가(Intuitiveness), 제스처를 사용할 때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는가(Mental Effort), 주어진 제스처를 보고 그 제스처에 

해당하는 기능을 떠올리기 쉬운가(Guessability) 등의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사회적 평가는 사용하는 제스처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제스처(Social Acceptance)인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이다. 제스처는 

인간의 신체를 가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경우 이러한 평가 지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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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쓰인다.  

 

감정적 평가는 제스처를 사용할 때의 기분이 어떠한 가를 물어보는 

지표이다. 제스처는 인간의 동작을 사용하기에 타 인터페이스 양식에 

비해 사람들이 더 많이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제스처가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Fun), 사용에 만족하는지(Satisfaction)에 대해 주로 

평가한다. 

 

어떤 기기나 어플리케이션이 제스처를 사용할 때, 하나의 제스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제스처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제스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집합, 제스처 

단어집(GV) 관점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다. 하나의 제스처 단어집 

내에서 어떤 제스처 하나가 다른 제스처와 매우 

유사하다면(Similarity), 사용자는 두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어떤 두 기능을 연속해서 써야 하고 그 

두 기능 모두 제스처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얼마나 부드럽게 두 

제스처를 연결하는가(Smoothness)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종합적 평가는 전반적인 제스처의 만족도를 한번에 물어보는 평가 

지표이다. 이 제스처가 기능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Fit), 이 

제스처는 타 제스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선호하는가(Preference)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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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 평가  

평가 상 평가 지  사  헌 

신체   

평가 

Comfort Morris et al. (2006);   (2004); 

Stern et al. (2008);  

Nielsen et al. (2004) 

Fatigue Fikkert et al. (2010) 

Physical Effort Fikkert et al. (2010) 

식   

평가 

Intuitiveness 남   (2008); Wachs et al. (2011); 

Fikkert et al. (2010); Guo and Sharlin (2008); 

Morris et al. (2006);   (2004); 

Stern et al. (2008) 

Learnability Wachs et al. (2011); Morris et al. (2006);  

Guo and Sharlin (2008); Fikkert et al. (2010) 

Memorability Fikkert et al. (2010); Nielsen et al. (2004) 

Mental Effort   (2011) 

Guessability   (2011); Nielsen et al. (2004) 

사   

평가 

Social 

Acceptablity 

Rico and Brewster (2010) 

감   

평가 

Fun Morris et al. (2006); Fikkert et al. (2010) 

Satisfaction Bhuiyan et al. (2011) 

단어집(GV) 

평가 

Smoothness Fikkert et al. (2010) 

Similarity Ashbrook et al. (2010) 

합  평가 Fit Jung et al. (2011); Kühnel et al. (2011) 

Preference Fikkert et al. (2010), 남   (2008); 

Kühnel et al. (2011) 

 

지금까지 기기 중심, 맥락 중심, 제스처 단어집 중심의 세 연구 

분야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조사한 어떤 논문에서도 

연구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제시만 했을 뿐, 왜 그 기능들을 제스처의 

대상으로 하 는가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았고, 그 기능들을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 다. 기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집합에서 제스처에 적용해낼 만한 기능 집합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부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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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처 합  평가 지  개발 
 

3.1 스처 합  평가  추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추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 다. 하나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 다.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기능에 관한 

언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공학 전문가 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준의 제안을 수행하 다. 

 

문헌 조사를 통하여 기기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총 9개 찾아낼 수 있었다(류태범 외, 2012). 단순성, 

간헐성, 공간적 정보, 공간적 추상화, 의미와 심볼, 동작정보, 

양식확장성(multi-modality), 단축성, 제스처의 수가 그것이다. 

제스처를 적용하기 적합한 기능은 기능으로 인한 작업 과정이 

단순해야 하고, 그 기능의 순간적인 사용 빈도가 간헐적이고 

불연속적이어야 한다. 제스처 적용이 쉬운 기능은 공간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물체를 다루는 기능, 동작의 정보를 사용하는 기능, 

기능이 공간적으로 추상화하기 쉬운 기능, 의미와 심볼이 제스처로 

표현하기 쉬운 기능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스처는 제스처 그 

자체로서만이 아닌 음성인식 등의 타 양식과의 조합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능의 수는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문헌 조사로 찾아낸 제스처 적용 기능의 평가 기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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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능 평가  ( 헌 사) 

 내  참고 헌 

단  처  행할 어플리  능  단 한 

것 가? 

Kela et al. (2006) 

간헐  처  행할 능  간헐  생하는가? Wilson et al. (2003) 

공간  보 공간  보  달하는 가? Oviatt et al. (1999) 

공간  상  능  공간  상  개 과 연결시킬  는 

것 가? 

Hurtienne et al. 

(2010) 

미  심볼 능  미 또는 심볼  처  하  운 

것 가? 

Oviatt et al. (1999) 

Kela et al. (2006) 

동  보 능  동  보  필  하는 것 가? Oviatt et al. (1999) 

식  처  능  다  식과 같  사 하   

과  얻는 것 가? 

Oviatt et al. (1999) 

처   처    가 한가? Kela et al. (2006) 

단  처는 한 능  게 쓰는 것에 여하

는가? 

Rhyne (1987) 

 

인간공학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총 3가지의 평가기준을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효율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비반복성이다.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몸의 동작을 사용하여 기기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 더 큰 근육을 

사용하고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효율성이다.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몸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좋다는 것이 표현의 

자연스러움이다. 짧은 시간 동안의 반복적인 작업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줄이는 편이 좋다.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  8] 능 평가 ( 가 뷰) 

 내  

 처  행할 도   능 어  한다. 

 연 러움 연 럽게  가능한 능 어  한다. 

복  복  업하지 는 능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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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가   

 

기존 문헌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기능을 선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총 12개의 선정기준들을 골라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뽑아낸 선정기준들을 바로 실험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기준들은 제스처 기능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속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기준들이었지, 실제 기능의 평가실험에서 

사용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기능 평가 실험에 쓰일 

측정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한 기준들을 더욱 세분화하고 또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우선 조사한 기능의 선정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하면서, 기존 

선정기준이 선명해지도록 정의를 수정 및 보완하고,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 다. 그 결과 총 

7개의 선정기준을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필요성, 적합성, 

용이성이 그 항목들이다. 

 

3.2.1 필요성 기준 

 

 필요성은 해당 기능이 제스처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요청할 

만큼의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항목이다. 선정기준으로는 즉시성, 

중요성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기능이 신속하게 작동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인 경우 그 기능은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시성을 가진 기능은 제스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기기에 접근하거나, 메뉴에 접근하는 것보다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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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중요성은 이전 문헌 조사에서 나온 단축성을 

기능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의 항목으로 수정한 것이다. 단축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만 제스처를 사용해야 한다. 

즉시성이 없거나 중요성이 없는 기능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제스처를 

디자인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3.2.2 부합성 기준 

 

부합성은 기능이 제스처가 가진 특성에 어울리는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부합성의 선정기준으로는 단순성과 간헐성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단순성은 문헌 조사에서도 있었던 기준이지만,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단점이 있어서 그 

기능이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일수록, 혹은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없는 기능을 단순한 것으로 새롭게 기술적으로 

정의내렸다. 간헐성은 문헌 조사의 간헐성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비반복성에서 보인 정의 그대로 한 번 기능을 사용할 때, 그 기능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다.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기능은 제스처로 만들어내기에 곤란한 

기능이다. 

 

3.3.3 표현성 기준 

 

표현성은 기능에 대한 제스처를 만들어내기에 얼마나 쉬운가에 대한 

항목이다. 즉, 앞서 보았던 제스처 분류 중 어떤 의미적 분류기준과 

어울리느냐와 관련있는 기준이다. 표현성은 앞서 보았던 필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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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성에 비해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기준들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능의 표현성이 높더라도,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거나 제스처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표현성의 

선정기준으로는 공간적 의미, 공간추상화, 의미와 심볼의 3가지가 

있다. 공간적 의미는 문헌 조사의 공간적 정보와 동작 정보의 두 

기준을 합쳐놓은 기준으로서, 기능이 공간적인 의미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선정기준이다. 공간추상화는 문헌 조사에 

쓰인 내용 그대로이며, 의미와 심볼은 기존 문헌 조사의 의미와 심볼 

기준과 인터뷰에서 나온 표현의 자연스러움 기준을 하나로 합친 

기준이다. 

 

이 분류 작업의 결과 양식확장성과 제스처의 수의 두 선정기준이 

탈락하 다. 기능 평가의 목표가 오로지 제스처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식확장성은 현재 연구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정기준이라 

생각하여 제외하 으며, 제스처의 수는 기능이 제스처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삭제하 다. 

 

새로 만들어낸 항목과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  9] 능 평가  ( ) 

항  평가   고 

필  

시  
능  신 한 동  하는 능 가? 

 
Ex)On/Off,  

 능  하게 쓰 는 능 가? 
항   

(단 ) 

합  

단  가   필 한 능 가?  체  

간헐  

능  - 복  업 가? 항   

(간헐  + 

복 ) 
Ex) 량  

 공간  미 능  공간  미  내재  가지고 는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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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후 우 동, 미 택 
(공간  보+

동  보) 

공간 상  

능에 공간  미  여했   그 미가 연

러운가?   

Ex) 채  동, 지 

미  심볼 처  미  담 내 에 한 능 가? 
 연

러움 

 

3.3  지  개발 

 

평가기준의 정의만으로도 평가를 해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현상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선정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 다. 이에 기존의 선정기준을 수치화하기 좋도록 바꾸거나, 

더 세부적인 기준들로 나누거나, 선정기준을 통합하여야 했다. 그 

결과 실제 평가지에 적용할 측정지표는 총 9가지로 아래 [표 10]와 

같다. 

 

[  10] 능  지  

항  평가  지  내  

필  

시   능   사 하여  하는 능 가? 

 
건 능  어느 고 사 할  는 능 가? 

사 도  도 가 많  능 가? 

합  

단  결  
능  사  에  그 능 체  능

 원하는  달 하는가? 

간헐  집 도  
능  한  사 할  연  사 는 

능 가? 

 

공간  미 
공간 미 

능  공간  미  가지고 거나, 함 할 

 는 능 가? 공간 상  

미  심볼 

처 보편  
능에 해 보편  가지고 는 상징 나 

도상  는가? 

사  능  몸짓  사할  는 능 가? 

공간  능  실행  공간  움직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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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립 
신과 는 미  다  능  가지고 

는 능 가?  

 

3.3.1 필요성 지표 

 

즉시성의 경우 ‘긴급성’ 지표를 통하여 기능의 긴급한 수요가 

필요한 기능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게 하 다. 중요성의 경우 

‘활성조건’과 ‘사용빈도수’의 두 측정지표로 나누어 측정하게 

되는데, ‘활성조건’은 기능이 사용 가능한 조건을 물어보는 

기능이다. 특별한 제반 조건 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은 기기 사용에 분명 중요한 기능일 것이다. ‘사용빈도수’는 

흔히 말하는 기능의 빈도수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일 수록 중요한 

기능일 것이다. 

 

3.3.2 부합성 지표 

 

적합성 내의 선정기준인 단순성과 간헐성은 각각 ‘완결성’과 

‘집중빈도수’라는 측정지표로 측정하게 되었다. ‘완결성’은 

기능이 스스로 완결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지표로서, 주어진 기능이 

그 기능의  실행만으로 충분한 기능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작이 더 

요구되는 기능인지를 판단케하는 지표이다. ‘집중빈도수’는 특정 

기능이 짧은 시간에 많은 조작을 필요로 하는지를 묻는 지표로서, 

전반적인 사용 빈도를 묻는 ‘사용빈도수’와는 다르게 한 번에 몇 

번 이상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지표이다. 

 

3.3.3 표현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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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의 선정 기준인 공간적 의미와 공간추상화는 모두 기능의 

공간적 의미의 함축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 강도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공간 의미’라는 하나의 측정지표로 정리하 다. 

의미와 심볼은 기능이 특정 제스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선정기준이었다. 기능과 제스처가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로서, 이미 그 기능과 관련있는 상징적 도형이나 

보편적인 제스처가 사회적으로 이미 존재하는가의 여부(제스처 

보편성), 기능의 실행이 몸짓으로 묘사할 수 있는 가의 여부(묘사성), 

기능의 실행이 제스처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공간적 움직임으로서 

보여주는 가의 여부(공간 표현)의 세 가지(Morris, 2002)로서 검증해 

보고자 하 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측정지표를 

추가하 다. 이항대립은 기호학에서 가져온 개념으로서, 사람이 

의미를 파악할 때, 그 방식의 하나로서 서로 대립되는 반대의 항에 

근거하여 의미를 갖는다는 이론이다(Saussure, 2011). 어떤 기능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이항대립쌍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두 기능 모두 제스쳐와 연결짓고 표현하는데에 용이할 

것이라고 여겨 측정지표의 하나로 추가하 다 

 

3.4 량  평가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각 기준에 관한 점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목별 자세한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3.4.1 필요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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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의 경우, 해당 기능이 작동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로 점수를 매김과 동시에, 리모트 컨트롤러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추가하 다. 이유는 리모트 컨트롤러로만 

동작하는 기능의 경우 리모트 컨트롤러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더 있기 때문이다. 활성조건의 경우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 다. 

사용빈도수의 경우,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평가하게 했지만, 향후 기기의 각 기능에 대한 사용빈도 

데이터나 기능의 실행조건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다면 더욱 

양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긴급성의 지표 

점수는 아래 [표 11]과 같다. 

 

[  11] 필  평가  

항  지  지   

필  

건 

(X1) 

1  :  특  건 하에 만 사 가능 

2  : 언 나 동 가능 

 

(X2) 

1  : 하게 동할 필 는 없  

2  : 하게 동할 필 가  

    (+1) : 리 트 컨트 러가 없  경우 해당 능  동시키

에   상   필 함 

    (+2) : 리 트 컨트 러가 없  경우 해당 능  동시키

는 것  가능 

사 도  

(X3) 

1  : 거  사 하지 는다. 

2  : 보통  사 한다. 

3  : 매우 주 사 한다. 

 

3.4.2 부합성 점수 

 

집중빈도수는 집중빈도가 높을수록 점수를 낮게 주도록 하 으며, 한 

번의 기능으로 완전히 충분치 못한 기능과 때에 따라 한 번으로 

충분한 기능으로 나누어 세분화시켰다. 완결성의 경우 확실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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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행으로 완결되는 경우 높은 점수를 주게 하 다. 부합성에 

관한 자세한 지표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  12] 합  평가  

항  지  지   

합  

결  

(X4) 

1  :  능  가    가해질  미  가짐 

2  :  능  실행시키는 것만   

집 도 (X5) 

1  : 한  실행 는 하지 못한 능 

2  : 여러  사 해  하는 시나리 가 재함 

3  : 단 한  실행  한 능 

 

3.4.3 표현성 점수 

 

표현성 각 지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공간 

의미는 공간 이동과 관련 유무에 대해서 점수를 주었고, 관련 

없더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점수를 주도록 하 다. 

보편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약속된 제스처가 있거나 제스처로 바꿀 수 

있는 시각적 도상이나 상징이 존재하는 가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하 다. 묘사성, 이항 대립의 경우도 해당 지표의 항목과 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점수를 주었다. 

 

[  13]  평가  

항  지  지   

 

공간 미 

(X6) 

1  : 공간 동과  없는 능 

(+1 ) : ‘ 과 ’ 후 계 미  가지고 는 능 

(+1 ) : ‘시간 ’ 후 계 미  가지고 는 능 

(+1 ) : ‘ ’ 후 계 미  가지고 는 능 

3  : 공간 동과  는 능 

처 보편  

(X7) 

1  : 해당 능에 해 사   처가 없  

 (+1 ) : 해당 능에 해 보편  사 는 시각  도상

나 상징  재 

3  : 해당 능에 해 사   처가 재 

사  

(X8) 

1  : 처  하  하지  능 

2  : 처  하  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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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X9) 

1  : 해당 능  실행   특별한 시각  과가 없  

2  : 해당 능  실행   특 한 에  피드   

3  : 해당 능  실행   동 태  피드   

항 립 

(X10) 

1  : 미상 항 립  능 재하지  

2  : 미상 항 립  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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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Study 
 

4.1 실험 방법 

 

추출한 적합성 평가 지표를 실제로 검증하고, 이 지표를 사용자 

중심의 기능 평가 방식과 비교하기 위해 삼성 스마트 TV를 대상으로 

Case Study를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TV는 삼성 스마트 

TV(UN60D8000)이다. 해당 TV에서 제공하는 기능 87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 다[표 14]. 실험은 각 기능들에 대해 적합성 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실험과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제스처 

적합성을 평가하게 하는 실험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  14] 마트 TV 공 능 (  87개) 

 

원 OFF 

원 ON 

 채  

채  ▲ 

채  ▼ 

량 ▲ 

량 ▼ 

거 

복귀 (  뉴) 

 ( 뉴 택) 

 프 그램 내 

 크  변경 

E  

채   

뉴 료 

마트 검색 

↑ 동 

↓ 동  

→ 동 

← 동 

  

TV 드 

컴포 트  

PC 

 

USB 

 뉴 

  뉴 

라 트 

 

 

도 

색 도 

3D 드 

  

향  

피커  

향 과 

퀄라  

향 드 

채   

동 채   

트워크  

트워크 상태  

ALL SHARE  

시   

사 언어  

막 시 여  

취   

시   

 

고객지원 뉴 

TV 가진단 

프트웨어 업그 드 

마트 허  

웹 라우  

 지  가  

 지  가  

Zoom In 

Zoom Out 

Tv  시 

크  - ↑ 

크  - ↓ 

사진 

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슬라 드 쇼 

슬라 드쇼 도  

사진  

동 상 

동 상 복 드 

 

 

동 상  

동 상 시 지 

동 상 재생 

동 상  감  

동 상  감  

 

 재생 

 시 지 

 복  

  재생 

  

다   재생 

  재생 

  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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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적합성 평가 지표 적용 실험 

 

추출한 적합성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기능 평가 지침과 TV 기능 

평가지를 만들었다. 기능 평가 지침은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지표를 

해설해주는 간단한 예를 써놓아 지침을 처음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 다. 평가지에는 선정한 87개의 기능의 이름과 설명과 

함께, 실행하 을 때의 화면변화를 사진으로 보여주어 실제 기능이 

실행되었을 때의 피드백을 떠올리기 쉽도록 하 다. 인간공학 전공자 

7명에게 지침과 평가지를 나눠주어 제한 시간 없이 평가하도록 

하 다. 평가 지침과 평가지는 각각 부록 A와 부록 B에 첨부하 다.  

 

4.1.2 직관적 기능 평가 실험 

 

사용자 실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Usability Test Room에서 

진행되었다. 피실험자는 총 40명(남 29명, 여 11명)으로, 인간공학 

전공자 9명과 2~30대 대학원생 31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피실험자에게 스마트TV의 기능이 쓰여진 카드 87장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카드의 앞면에는 카드의 기능이 쓰여져 있으며, 

카드의 뒷면에는 카드의 앞면에 쓰여진 기능을 실행하 을 때 

일어나는 TV 화면 변화를 2장의 사진으로 제시하여 앞면의 이름으로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도록 하 다[그림 3]. 

 



 

 46

 

[그림 3] 실험에 사 한 드 

 

피실험자는 각 카드에 쓰여있는 기능을 보고 카드를 테이블 위에 

미리 붙여놓은 5개 카테고리(매우 적합함, 적합함, 보통, 적합하지 

않음, 매우 적합하지 않음) 중 적당한 위치로 옮기는 방식으로 카드에 

적힌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을 평가하게 하 다[그림 4]. 피실험자가 

기능을 판단하는 방식은 5점 지표 Likert Scale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그림 4] 평가 실험  

 

Likert 평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한 변형된 방식을 사용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Card sorting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Mauer and Warfel, 2004),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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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매우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다(Kidwell and Martin, 2001; 

Gordon, 2002). 여기에 카드의 순서를 쉽게 섞을 수 있기 때문에 

피실험자가 제시 받는 기능의 순서에 대한 편향성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피실험자 자신이 평가 도중 자신이 이전에 평가했던 기능들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이러한 Card sorting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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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4.2.1 적합성 평가 지표 적용 결과 

 

총 7명의 인간공학 전공자들이 평가 지침을 가지고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었다. 모든 설문을 마치는 데 약 2시간~3시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 다. 

 

평가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검사해보았다. 그 결과 Fleiss Kappa = 0.529로서, 

Landis and Koch(1977)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적당한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2.2 직관적 기능 평가 결과 

 

40명을 대상으로 1주일 간에 걸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실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피실험자의 대부분이 20대와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앱 

다운로드가 가능한 TV를 보유한 사람이나,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익숙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익숙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앱 다운로드가 가능한 TV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TV이자 매우 고가의 상품이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쓰이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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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피실험  보 

  도 트(%) 

나  20  34 85.0 

30  상 6 15.0 

별 남  29 72.5 

여  11 27.5 

보 TV  TV 신만 가능 4 10.0 

HD  가능 20 50.0 

USB포트 재 9 22.5 

 연결 7 17.5 

 다운 드 가능 0 0 

처  

 

함 도 

매우   7 17.5 

  11 27.5 

   5 12.5 

보통 10 25.0 

 함 5 12.5 

함 2 5.0 

매우 함 0 0 

 

87개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분 20초에서 최대 

14분 6초가 소요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6분 43초 정도 소요되었다. 

평가한 점수를 평균을 내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 5]과 같다. 평균 3.8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능 그룹과, 그 미만의 

점수를 받은 그룹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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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평가 그램 

 

3.8 이상의 점수를 받은 35개의 기능의 리스트는 아래의 [표 16]와 

같다. 

 

[  16] 고평가 능 집단 

능 평균 

 

능 평균 

 

 

채  ▲  

채  ▼      

량 ▼  

량 ▲  

원 OFF                 

크  - ↓               

크  - ↑               

원 ON                   

 채                  

 시 지             

동 상 시 지           

 재생                 

 사진                 

동 상 재생               

다  사진                 

거                    

다   재생            

 지  가                 

 지  가                

 

 

4.75 

4.73 

4.7 

4.65 

4.63 

4.53 

4.5 

4.45 

4.43 

4.38 

4.33 

4.33 

4.3 

4.3 

4.28 

4.18 

4.18 

4.15 

4.1 

 

 

Zoom In                   

  재생            

복귀 (  뉴 )        

Zoom Out                  

사진                  

 ( 뉴 택)          

동 상  감         

동 상  감           

→ 동                   

← 동                   

↓ 동                   

↑ 동                   

뉴 료                 

  감           

사진                  

  감  

 

4.1 

4.1 

4.08 

4.08 

4.08 

4.05 

4.05 

4.03 

4 

4 

3.98 

3.93 

3.9 

3.9 

3.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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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실험자의 특성과 걸리는 시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행하여 보았다. 그 결과 피실험자의 

특성이 평가 시간에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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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피실험  특  과 평가 시간에 한 산  결과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686015.933 29 23655.722 1.194 .402 

Intercept 4087630.134 1 4087630.134 206.309 .000 

나  1740.500 1 1740.500 .088 .773 

별 20428.010 1 20428.010 1.031 .334 

TV  84324.501 3 28108.167 1.419 .294 

처 

도 
65173.424 5 13034.685 .658 .663 

간공학 

공 여  
5959.321 1 5959.321 .301 .595 

Error 198131.167 10 19813.117 
  

Total 7391796.000 40 
   

 

피실험자의 특성이 기능을 직관적으로 추출하는 데 어떤 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우선 87개의 기능 중, 사람들 간의 평가가 비슷한 기능을 제거하 다. 

40명이 평가한 점수의 분산이 1.1 미만인 것을 제거하고 나머지 

42개의 기능을 골랐다. 선정한 기능은 아래의 [표 18]와 같다. 

 

[  18] 산  1.1 상  능 

 

원 ON 

거 

 ( 뉴 택) 

 프 그램 내 

 크  변경 

채   

마트 검색 

↑ 동 

↓ 동  

→ 동 

← 동 

 

TV 드 

컴포 트  

PC 

USB 

 뉴 

  뉴 

라 트 

 

 

도 

3D 드 

 

  

채   

트워크  

막 시 여  

취   

마트 허  

웹 라우  

Tv  시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슬라 드 쇼 

슬라 드쇼 도  

사진  

동 상 복 드 

동 상  

 

 복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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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기능들을 대상으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를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나이, 성별, TV 수준, 제스처 

익숙도, 인간공학 전공 여부, 어느 것도 직관적 제스처 평가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데이터는 아래의 [표 19]와 

같다. 

 

[  19] 직  평가에 한 다변량 산  결과 

Effect Value F Sig. 

나  Pillai's Trace .676 .209 .946 

Wilks' Lambda .324 .209 .946 

Hotelling's Trace 2.090 .209 .946 

Roy's Largest Root 2.090 .209 .946 

별 Pillai's Trace .611 .157 .970 

Wilks' Lambda .389 .157 .970 

Hotelling's Trace 1.568 .157 .970 

Roy's Largest Root 1.568 .157 .970 

TV  Pillai's Trace 2.142 .749 .739 

Wilks' Lambda .013 .405 .929 

Hotelling's Trace . . . 

Roy's Largest Root 8.362 2.509 .243 

처 

도 

Pillai's Trace 3.540 1.212 .306 

Wilks' Lambda .000 .815 .697 

Hotelling's Trace . . . 

Roy's Largest Root 13.695 6.847 .023 

간공학 

공 

여  

Pillai's Trace .873 .686 .745 

Wilks' Lambda .127 .686 .745 

Hotelling's Trace 6.860 .686 .745 

Roy's Largest Root 6.860 .686 .745 

 

4.2.3 두 실험 간의 비교 

 

사람들이 기능을 직관적으로 뽑을 때, 주로 기능의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고 어떤 점을 고려하지 않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사용하 다.  

 

분산분석은 실험에 사용했던 총 87개의 기능을 대상으로 하 으며, 

각 기능에 대한 직관적 평가 점수의 평균과, 각 지표 평가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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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값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사용하 다.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각 요인들의 수가 분산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긴급성 지표의 요인 숫자가 

분산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 3, 4의 점수를 모두 

2점으로 바꾸었다. 분산분석 결과는 아래 [표 20]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공간표현과 보편성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유의수준 9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지표의 점수와 평균 값을 비교해 

볼 때, 활성조건, 완결성, 집중빈도의 지표에서 지표의 점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직관적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  20] 산  결과 

지표 점수 N Mean F P-value 

활성조건 
1 40 3.76  

14.904 .000 
2 47 2.65  

긴급성 
1 76 2.96  

13.779 .000 
2 11 4.54  

사용빈도 

1 48 2.49  

10.057 .000 2 19 3.74  

3 20 4.23  

완결성 
1 32 3.72  

4.473 .038 
2 55 2.84  

집중빈도 
1 29 4.12  

5.703 .020 
3 58 2.68  

공간의미 

1 60 2.71  

3.373 .040 2 16 4.27  

3 11 4.04  

공간표현 

1 43 2.66  

1.015 .367 2 26 3.35  

4 18 4.09  

보편성 1 60 2.71  1.57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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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4.17  

묘사성 
1 58 2.66  

6.284 .014 
2 29 4.18  

이항대립 
1 56 2.57  

11.985 .001 
2 31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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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논  

 

향후 어떠한 기기에 대해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기능을 

선정하는 과업을 직관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연구자들은 본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3.1 직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대상 

 

직관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선정하는 방식은 시간이 적게 들며,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누구의 직관으로 기능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간공학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얻을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으며, 제품을 직접 사용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분야마다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직관적으로 기능을 선정하는 데에는 나이, 성별, 

지식, 제스처에 익숙한 정도, 보유TV의 수준, 이 5가지의 어떤 것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약 직관적인 형태로 

기능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분야의 사람을 모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4.3.2 직관적 평가의 보완 방법 

 

이 논문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지표를 통한 기능의 평가 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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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직관적인 기능 평가 점수 간의 비교를 한 결과 아래의 [표 

2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21] 산  결과에  지   

함 ( 향) 함 (역 향) 하지  

 

사 도  

공간 미 

항 립 

사  

건 

집 도 

결  

공간  

보편  

 

긴급성, 사용빈도수, 공간의미, 이항대립, 묘사성의 경우 문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과 실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선택할 때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즉, 사람들은 제스처에 적합한 

기능을 선택할 때 위의 5가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활성조건, 집중빈도의 경우에는 고려하되, 역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간표현, 보편성의 경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과 실제 실험이 일치하지 않는 이 결과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조사한 문헌들이 틀리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문헌에서 뽑아낸 지표들을 고려하지 않는 

직관적인 평가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 방식은 

문헌에서 추출한 측정 지표가 부족했으며, 이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각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를 결정해보았다. 

 

활성조건의 경우 기능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할 때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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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체크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높게 

평가한 기능들의 경우 오히려 기능이 조건이 없는 상태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기능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브라우저 이용, 사진, 동 상, 음악 컨텐츠 등의 

이용부분에서의 조작 부분에 대한 점수를 높게 평가하 다. 심지어 

동 상, 음악, 사진 메뉴를 실행하는 기능 명령보다 그러한 기능이 

실행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기능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 다. 

자세한 점수는 아래의 [표 25]와 같다. 

 

[  22] 뉴 실행 능과 뉴 내 능간  차  

웹 라우                          [3.28] 동 상                            [3.55] 

 

 지  가  

 지  가  

Zoom In 

Zoom Out 

Tv  시 

크  - ↑ 

크  - ↓ 

 

 

[4.15] 

[4.1] 

[4.1] 

[4.08] 

[3.23] 

[4.5] 

[4.53] 

 

동 상 복 드 

동 상  

동 상 시 지 

동 상 재생 

동 상  감  

동 상  감  

 

 

[2.5] 

[3] 

[4.33] 

[4.3] 

[4.05] 

[4.03] 

사진                              [3.13]                               [3.53] 

 

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슬라 드 쇼 

슬라 드쇼 도  

사진  

 

 

[4.28] 

[4.3] 

[4.08] 

[3.85] 

[3.08] 

[3.03] 

[2.55] 

[3.4] 

 

 재생 

 시 지 

 복  

  재생 

  

다   재생 

  재생 

  감  

  감  

 

 

[4.33] 

[4.38] 

[2.83] 

[2.38] 

[3.1] 

[4.18] 

[4.1] 

[3.9] 

[3.85] 

 

모델링 결과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활성조건 

지표를 아예 삭제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활성조건은 기능의‘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정지표이며, 메뉴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능보다 아무 때나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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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는 타당함이 있기 때문이다. 

 

집중빈도의 경우 집중빈도 지표의 점수가 낮으면서 직관적 평가 

점수가 높은 기능들이 매우 많았다. 이들 기능들은 다른 지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중빈도 지표의 낮은 

점수를 가지고 기능들이 제스처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들은 실제로 제스처 적합성이 높은 기능들이며, 다만 

다른 제스처 적합성이 높은 기능들에 비해 집중빈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만 다른 제스처 적합성이 높은 

기능들에 비해 이 기능들의 평균 평가 점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기능들을 평가할 때 

기능이 실제로 어떤 제스처로 표현되는 지는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들의 경우 제스처 적합성은 높으므로 제스처를 사용할 

기능으로 선정하되, 제스처를 제작할 때 따로이 이 기능들 만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큰 근육보다는 작은 근육을 

사용하게 하거나, 움직임을 이용한 제스처를 사용할 경우 동작의 

시작과 끝을 같은 위치나 같은 모양으로 끝내게 함으로서, 동작을 

반복하기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표현, 보편성의 경우에는 표현성 범주에 들어가 있는 지표들이다. 

3장에서 언급한대로, 어떤 기능이 제스처로 만들기 용이하다 할 

지라도 그 기능이 반드시 제스처로 만들어야만 하는 기능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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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성 범주에 들어가 있는 지표들이 

모델링에서 유의하지 않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표현성 범주에 있는 

지표는 차후 선정된 기능들에서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제스처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의 지표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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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본 논문에서는 제스처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적합한 기능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기존에 기능을 도출하는 방법은 

전문가 혹은 제작자가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들과 그 기준들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기능의 제스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그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기준들을 선정하 으며, 스마트 TV의 기능을 대상으로 

기준들의 Case Study를 수행하 다. 

 

본 논문이 제스처 인터페이스 분야에 기여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전의 제스처 관련 연구에서 다뤄오지 않았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전의 제스처 관련 연구는 ‘기기’, ‘상황’, 

‘제스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작 제스처로 표현할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기능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제스처 적합성을 평가할 지표들을 문헌조사를 통해 찾아내었다. 

지표들은 총 10개(활성조건, 긴급성, 사용빈도수, 완결성, 집중빈도, 

공간의미, 공간표현, 보편성, 묘사성, 이항대립)이며 크게 3가지 

분야(필요성, 부합성, 표현성)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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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스처에 알맞은 기능의 직관적인 선정은 선정자의 

배경지식이나 나이 등 표본의 특성과는 무관함을 보 다. 그러므로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직관적인 선정은 표본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표본의 숫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셋째, 기능의 직관적인 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 특성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기능을 실제로 제스처로 표현할 때 

얼마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신체에 부담을 줄 것 

인가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여준 

이러한 직관의 결함은 향후 제스처 제작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스마트TV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기에 대한 Case Study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번의 연구는 스마트TV에만 적용한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를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기기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기기들은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기기만의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 특징을 정리하여 기기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제스처 적합성’ 계산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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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기능들의 점수를 매기는 것에 그쳤으며, 각 지표를 

더하거나 곱하는 등의 연산은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을 평가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지표점수로 

하나의 수치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다면 좀 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표의 타당한 세분화가 필요하며, 계산식의 타당함을 

뒷받침해주는 실험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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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Index for 

The Interactivity of The 

Gesture-Command Mapping 
 

Jaehong Lee 

Human Factors,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many electronics provide more functions, users demand for 

easier and more intuitive use of the products. Gesture interface 

which draws great attention of late is one of the methods to 

resolve this issue.   

Gesture interface requires physical use of body and memory so 

that using many gestures is not comfortable for users. 

Therefore, the process to select appropriate functions 

controlled by gestures is critical when applying, but current 

researches are not sufficient to answer the question, ‘which 

command is good for using gesture interfac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dex for the interactivity of the 

gesture-command mapping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choosing suitable gesture 

intuitively and objectively using the index. Based on the results, 

we have made a guideline in order to choose appropriate 

comman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gesture interface fiel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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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ng the index for selecting command o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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