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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입력장치는 키보드

(keyboard)와 마우스(mouse)이다. 하지만 키보드와 마우스만이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입력장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키보드와 

마우스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러 입력장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컴퓨터의 여러 입력장치들 중에는 아이 트랙킹 마우스(eye 

tracking mouse), 즉 안구 마우스(eye mouse)라는 것이 있다. 안

구 마우스란 아이 트랙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마우스를 의미

한다. 아이 트랙킹 기술이란 사람의 시선(gaze)과 눈 움직임(eye 

movement)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안구 마우스는 이러한 

아이 트랙킹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의 시선과 눈 움직임 등을 입력

(input)으로 사용하여 마우스를 작동 시키는 방식의 입력장치이다.  

안구 마우스가 컴퓨터의 다른 입력장치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

징은 바로 신체의 일부인 ‘눈’을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서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점일 것이다.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눈의 중요

성을 강조한 연구자 및 학자들은 종종 있었다. 안구 마우스는 이러

한 눈의 유용성을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실제로 활용한 대표

적인 입력장치이다. 안구 마우스는 손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우

스와 비교했을 때 마우스 커서의 이동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빠



 

 

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안구 마우스 사용에서의 자연스러움

은 이전부터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안구 마우스는 미래의 전망 있

는 입력장치 중 하나로 주목 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

(usability)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

지로, 첫째,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있는 안구 마우스를 바탕으로 하

는 안구 마우스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안구 마우스

의 사용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들에

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있는 안구 마우스를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

의 사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험 1을 통해서는 안구 마우스를 이

용해서 마우스의 기본 작업인 (좌)클릭과 드래그에 대해서 평가하

였고, 실험 2를 통해서는 특정 상황(context)에서 연속적으로 마우

스의 여러 동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작동 방식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든 실험 후에

는 설문지를 통해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구 마우스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사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는 마우스의 기능들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서로 다

른 작동 방식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설문지 결과도 마우스의 기능들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

스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구 마우스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는 자연스럽고 빠른 편이었다. 하지만 효율성과 효과성,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은 

별로 좋지 않았다. 

 

주요어: 아이 트랙킹 마우스, 안구 마우스, 입력장치, 사용성 평가 

학번: 2014-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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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컴퓨터는 크게 입력장치, 계산장치, 기억장치, 출력장치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중에서 입력장치가 바로 컴퓨터에게 인간의 의사를 전

달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김진형 & 김수형, 1991). 컴퓨터 사

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입력장치는 키보드(keyboard)와 마우

스(mouse)이다. 키보드는 컴퓨터가 유닉스(Unix) 시절이었을 때부

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유닉스 시절이었을 때는 키보드를 

이용한 명령어(command language) 방식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

스(command line interface)가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마우스는 스탠포드 연구소

(Stanford Research Institute)의 Douglas Engelbart가 1963년 발

명한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에 윈도우(Window)가 도입

되면서 사람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은 메뉴 주도(menu driven) 방

식에 바탕을 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로 변하게 되었고 마우스가 중요한 입력장치 역할을 하게 되었

다. 키보드와 마우스, 이 두 입력장치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입력장치로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키보드와 마우스만이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입력장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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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은 아니다. 키보드와 마우스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러 입

력장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것은 컴퓨터의 여러 입력장치들 중에서도 

키보드와 마우스 이외의 입력장치 중 하나이다. 컴퓨터의 여러 입력

장치들 중에는 아이 트랙킹 마우스(eye tracking mouse), 즉, 안구 

마우스(eye mouse)라는 것이 있다. 안구 마우스란 아이 트랙킹 기

술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마우스를 의미한다. 아이 트랙킹 기술이란 

사람의 시선(gaze)과 눈 움직임(eye movement) 등을 측정하는 기

술을 말한다. 아이 트랙킹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이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안구 마우스는 이러한 아이 트랙킹 기술을 바

탕으로 사람의 시선과 눈 움직임 등을 입력(input)으로 사용하여 마

우스를 작동 시키는 방식의 입력장치이다. 

안구 마우스가 컴퓨터의 다른 입력장치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

징은 바로 신체의 일부인 ‘눈’을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서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전부터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는 눈이 

마음의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왔다. 이는 Just와 

Carpenter(1976)에 의해서 눈-마음 가설(eye-mind hypothesis)

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표현되었다. 이 이후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의 연구 분야에도 개인의 인

지 처리 과정을 알아내는데 눈의 움직임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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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일환으로써도 눈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사람

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자 및 학자들

은 종종 있었다. 이들 중에서 몇몇 연구자 및 학자들의 언급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cob과 Karn(2003)은 2003년도 이전까지 있어 왔던 아이 트

랙킹 기술과 안구 마우스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 및 논의하고 그 전

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사용자의 눈 움직임은 추가적인 입력

장치로써 편리하고 효율성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The 

movements of a user's eyes can thus provide a convenient 

high-bandwidth source of additional user input.).”라고 말했다. 

한편, Poole와 Ball(2005)은 HCI의 연구 분야에서 아이 트랙킹 기

술의 2005년 당시 상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눈 움

직임은 측정가능하며 개인이 인터페이스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실제

로 사용될 수 있다(Eye movements can be measured and used to 

enable an individual actually to interact with an interface.).”라고 

말하였다. 또한 Vertegaal(2008)은 “손을 다른 일로 사용하고 있

어서 당장 사용하기 어려울 때, 시선은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입력 

채널을 제공한다(When the hands are occupied or unavailable, 

eye gaze provides an extra and independent channel of input.).”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입력 

수단의 일환으로써 눈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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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는 이러한 눈의 유용성을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실제

로 활용한 대표적인 입력장치이다.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NUI)라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NUI

란 디지털 기기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하여, 서로 주

고받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NUI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페이스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학습이 별도로 필요하

지 않고 ‘자연스럽게’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수와 이

건표(2011)는 NUI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사용자가 컨트롤하

는 콘텐츠 자체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하였

다. 그들의 말에 따른다면 안구 마우스를 NUI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는 

별도로 사람의 안구를 인식하고 추적 할 수 있는 장치인 아이 트랙

커(eye tracker)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이라는 신체 일부

분을 사용하여 특별한 학습 없이 ‘보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

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구 마우스는 

NUI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을 사용하는 안구 마우스를 

NUI에 가까운,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인터페이스 방식 중 하나로 

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안구 마우스 사용에서의 자연스러움은 이전부터 많이 논

의되어 왔으며, 안구 마우스는 미래의 전망 있는 입력장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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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 되고 있다. 안구 마우스는 손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우

스와 비교했을 때 마우스 커서의 이동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빠

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tegaal, 2008; Bednarik et al., 2009). 

하지만 아이 트랙킹 기술의 정확성 문제, 안구 마우스의 장시간 사

용 시의 눈의 피로, 고가인 기계장치 등 안구 마우스의 일반적인 사

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

구 마우스는 상용화는 되었지만 보편화는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

서 안구 마우스가 상용화 되었음에도 불고하고 사람들이 안구 마우

스를 실재로 사용할 기회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눈

이라는 신체의 일부분을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서 입력으로 사용한

다는 안구 마우스의 특징 덕분에, 현재 안구 마우스는 신체적인 장

애로 인해 손, 발 등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

기 위한 일종의 보조기구로나마 조금씩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들로 인해서 안구 마우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입력장치들과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Jacob, 1991). 

 

1.2. 연구 목적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연구 주제는 HCI의 입장 중에서도 전통적

인 입장과 맥이 통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연구는 HCI의 ‘개인

(human)’ , ‘컴퓨터(computer)’ ,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세 



6 

 

가지 요소(김진우, 2012)를 바탕으로 개인이 컴퓨터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usability)을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 사용의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이

번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있는 안구 마우스

를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

용성을 알아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히 클릭(click)이라는 마

우스의 기본적인 기능 하나에 대해서만 사용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

라, 클릭, 더블클릭(double-click), 드래그(drag), 스크롤(scroll) 

등의 마우스로 작동 가능한 기본적인 기능들의 사용을, ‘마우스의 

사용 전반’으로 정의하고, 이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안구 마우

스를 사용하기에 좀 더 적합한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작동 방식 및 

조건 등을 찾아 본다. 마우스의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도 안구 마우

스를 통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

에서는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스크롤 등 각각의 마우스 기능에 대

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서로 다른 두 작동 방식의 사용성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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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구 마우스 사용에 적합한 작동 방식 및 조건 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1.3. 연구 필요성 

이번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있는 안구 마우스를 바탕으로 하는 안

구 마우스 연구가 필요하다. 초창기의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은 주로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및 구현한 

기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안구 마

우스와 관련된 초창기의 연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기계 및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마우스 커서의 이동 속도와 정확도 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분명히 아이 트랙킹 기술의 발달이 미

흡하고 정식적인 안구 마우스의 상용화가 활발하기 이전에는 기술

적인, 공학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아이 트랙킹 기술의 정밀도는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이를 

바탕에 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또한 이전

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로 상용

화가 되어있는 안구 마우스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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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비록 안구 마우스에 대한 연구가 다른 입력장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하더라도 안구 마우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기존의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

성 연구들 중 많은 경우는 단순히 마우스 커서의 이동 속도와 정확

도 평가 등에만 머물러 있다. 마우스 커서의 이동 속도는 작업을 수

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효율성(efficiency)과 연결되며, 마우스 커

서의 이동 정확도는 작업 수행의 정확도인 효과성(effectiveness)

과 연결된다. 즉, 기존의 대다수의 안구 마우스에 관한 사용성 연구

들에서는 안구 마우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SO 9241-11(ISO, 1998)에 따르면 사용성

이란 넓은 의미에서 특정한 사용자가 특정한 과업을 특정한 맥락에

서 수행할 때의 그 효과성, 효율성, 만족(satisfaction)을 의미한다.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용성의 이 세 

요소 모두를 다룬 경우가 적다. 

물론 기존의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연구들 중에서도 사용자

의 주관적인 만족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렇

다 할지라도 기존의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연구들 중에서 다

루었던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은 매우 단순한 정도에서 머물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안구 마우스의 발달이 미흡하였을 때는 기술적인, 

공학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가 가장 중요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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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랙킹 기술의 정밀도는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이를 바탕에 

둔 안구 마우스의 정밀도 또한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사용자 입

장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지표인 만족도를 

포함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연구는 객관적인 수치만을 바탕으로 하

는 연구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장∙단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구 마

우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입력장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

은 편이다(Jacob, 1991). 물론 안구 마우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존재한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 트랙킹 기술의 정밀도가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면서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연구는 이전보다 

활발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 트랙킹 기

술의 정확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안구 마우스의 일반적인 사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로 인해 안구 마우스에 대

한 연구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손, 발 등을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주된 사용자층으로 한정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

제로 HCI의 연구 분야에서 안구 마우스가 연구된 주요 목적은 손, 

발 등의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의 개발이었다(Levine, 1981). 안구 마우

스는 일반 사용자보다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훨씬 유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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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는 접근성(accessibility)의 측면(ISO/IEC, 2014)에서 

손과 발 등을 포함해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눈

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구 마우스는 디지털 정

보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보조기구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Jacob(1991; 1993)과 Jacob과 Karn(2003), Zai(2003), 

Murata(2006), Kumar(2007), Vertegaal(2008) 등과 같은 연구

자들은 장애가 없는 일반 사람들도 눈을 통한 입력장치를 원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되는 연구들을 해왔다. 또한 

초창기의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연구가 단순히 마우스 커서의 이동 

속도와 정확도 등에 관한 연구였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노년층

(Murata, 2006), 장시간의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으로 인해 손목 등

에 많은 무리를 겪는 사람들(Ince, 2010), 컴퓨터의 사용경험이 별

로 없는 사람들(Biswas & Langdon, 2014) 등과 같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눈을 통한 입력장치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및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즉,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universe product)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안구 마우스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클릭에 대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스크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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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작동 가능한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의 사용 전반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

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기에 

좀 더 적합한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작동 방식 및 조건 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

애인에 상관 없이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성과 사용

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1.4. 연구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용화가 되어있

는 안구 마우스를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고,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

반에 대한 사용성을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기에 좀 더 

적합한 방식 및 조건 등을 찾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을 확인한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

행하였다. 실험 1을 통해서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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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업인 (좌)클릭과 드래그에 대해서 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효율

성과 효과성의 평가를 하였다. 실험 2를 통해서는 특정 상황

(context)에서 연속적으로 마우스의 여러 동작을 사용해야 하는 경

우를 가정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평가를 하였다. 

둘째, 모든 실험 후에 설문지를 통해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알아본다. 안구 마우

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설문 및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는 있

지만 단순한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심도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실

험참가자들의 주관적인 생각 등을 확인하는 것은 안구 마우스의 사

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려

운 점들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에서는 심도 있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

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1.5.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이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그리고 

연구 방법 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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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배경 이론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장에서

는 아이 트랙킹 기술과 안구 마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 장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

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

명하였다. 

4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였다. 

5장에서는, 마지막 장으로, 이 논문의 결론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안

구 마우스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

한 이 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의 연구 과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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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배경 이론 

 

2.1. 아이 트랙킹 기술과 안구 마우스 

 

2.1.1. 아이 트랙킹 기술 

아이 트랙킹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시선이 어는 곳을 향하는지

(point-of-regard), 어느 곳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등을 측정하

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

이 가능한 아이 트랙킹 기술은 없다.  

초창기의 아이 트랙킹 기술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은 눈 주위에 

전극 등을 붙이고, 이를 이용해서 전기 자극을 측정하여 시선 변화

에 따른 각막과 망각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어림하여 사용자의 

시선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Jacob, 1991). 이외에도 외과

적인 방법으로 콘택트 렌즈(contact lens)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는 

아이 트랙킹 기술도 있었다. 이는 사용자 눈의 각막에 직접 콘택트 

렌즈와 같은 기계 장치를 접촉시켜 직접 사용자인 콘택트 렌즈 착

용자의 시선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비록 정

확도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Jacob,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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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 들어와서는 원거리(remote)에서 비디오 영상 촬영

을 이용해서 눈의 특징(feature)을 추출하여 눈의 위치 변화를 파

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최근의 아이 트랙킹 기술에 사

용되는 방법은 동공 가운데의 빛의 각막 반사(corneal-

reflection/pupil-centre)를 이용하여 사람이 어는 곳을 보는지 파

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Goldberg & Wichansky, 

2003). 이러한 방식의 아이 트랙킹 기술은 안구를 촬영하기 위한 

적외선(infrared) 카메라를 필요로 한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바탕으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눈의 특징을 파

악하여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를 이용해서 망막의 중심과 각막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위치를 파

악한 후, 이를 계산해서 사람이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를 어림잡아 

추정해내는 방식이다(Poole & Ball, 2005).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아이 트랙킹 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는 아이 트랙킹의 사용을 시작할 때 칼리브래이션(calibration)이라

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눈은 광학적으로 동공중심(pupil center), 

각막 중심(apex center), 그리고 시야중심(visual center)을 가지고 

있으며 동공중심과 시력의 중심축이 지나가는 시야중심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최은선, 2013). 이 때, 이 두 중심 간의 간격을 앵글 

카파(angel kappa)라고 한다. 그런데, 각 개인 마다 망막의 중심부

에는 상의 초점이 맺히는 부분인 포비아(fovea)의 위치, 크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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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다. 또한 각 개인 마다 시력도 다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각 개인 마다 앵글 카파가 달라지게 된다(최은선, 

2013).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가 아이 트랙킹을 사용할 때 정밀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트랙

킹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을 시작할 때 칼리브래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칼리브래이션 과정은 사용자 개인의 눈 움직임

에 대한 특정 값 등을 조정하여 아이 트랙킹의 정밀도를 높여준다. 

 

[그림 1] 시야 중심축과 동공 중심축의 관계(최은선, 2013, p.5) 

실시간 아이 트랙킹 기술은 크게 아이 트랙킹 속도, 시각 각도의 

정밀도(visual angle accuracy), 응용성(robustness) 등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그 성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Ince, 2010). 이 때, 

이러한 시스템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적 접근

(analytical approach) 방식과 신경망 접근(neural network 

approach)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적 접근 방식에서 아이 

트랙킹의 정밀도는 눈 영상들의 해상도(the resolution of eye 

images)에 큰 영향을 받는다. 비디오카메라로 높은 해상도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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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시선의 방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 방식에서 눈을 감지해내기 위

해서는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상당히 고가인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

러한 방식은 일상적인 아이 트랙킹 사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 해상도의 눈 영상들만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높은 아

이 트랙킹의 정밀도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는 달리, 신경망 접근 방식은 웹캠(web-cam) 등으로 촬영한 저 

해상도의 눈 영상들로도 높은 아이 트랙킹의 정밀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이 트랙킹 사용자의 개별적인 훈

련과 캘리브래이션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아이 트

랙킹 사용에서 사용성 측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경망 

접근 방식은 환경변화에 대한 응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

점이 있다. 최근의 아이 트랙킹 기술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

한 두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Ince, 2010). 

 

2.1.2. 안구 마우스 

안구 마우스란 아이 트랙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마우스를 

의미한다. 스탠포드 연구소의 Douglas Engelbart가 1963년에 발명

한 최초의 마우스를 시작으로 하여 마우스에 대한 여러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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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 졌고 다양한 종류의 마우스가 개발되었다. 안구 마우스는 

아이 트랙킹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의 시선과 눈 움직임 등을 입력

으로 사용하여 마우스 커서를 작동시키는 방식의 마우스이다.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관

련된 문제인 대역폭(bandwidth) 문제는 HCI의 연구 분야에서 지속

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사용자의 

눈 동작을 컴퓨터 사용에서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 또한 눈은 인지적 처리 과정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눈 동작을 컴퓨터 사용에서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특히 사용자의 눈 동작을 컴퓨터 사용에

서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손, 발 등

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고 여겨져 왔다(Kim et al, 2003; 강신윤 외, 2013; 안재완 외, 

2013). 안구 마우스가 일반 사용자보다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훨

씬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접근성의 측면(ISO/IEC, 

2014)에서 손과 발 등을 포함해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

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구 마우스

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덜어

줄 수 있는 유용한 보조기구로 여겨지고 있다. 

안구 마우스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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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Tech이다. EyeTech의 대표적인 안구 마우스는 TM 시리즈이

고 대표적인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는 Quick Glance이며, 

EyeTech는 2011년에 Quick Glance를 개선한 안구 마우스 용 소

프트웨어 Quick Access를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EyeTech를 비

롯한 미국, 유럽 등에 속해있는 회사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개발된 

안구 마우스는 자체 개발 기기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고유 기술 

등을 이유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구 마

우스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홍승표 외, 

201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저비용 안구 마우스

들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open source)인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회사는 Tobii

가 있다. Tobii는 아이 트랙커 회사로, 안구 마우스 전용 아이 트랙

커 TobiiGo와 함께 윈도우 8에 기반을 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

웨어인 Gaze Mouse를 내놓았다. 또한 한국에서도 최근 낮은 비용

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안구 마우스의 개발이 시도 되고 있다. 

삼성(Samsung)의 경우 삼성전자 창의개발 연구소에서 신개념 유저 

인터페이스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안구 마우스의 일종인 아이캔

(eyeCan)을 자체 개발해 오픈 소스로 선보였다. 또한 삼성은 지속

적으로 안구 마우스 개발에 투자하여 2014년도에 아이캔의 업그레

이드 버전인 아이캔플러스(eyeCan+)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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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상당히 고가인 카메라를 필요로 한다.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

용자의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커서를 

움직이고, 눈 깜빡임(blink) 또는 시선의 고정(dwell) 등의 방식으

로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것이 안구 마우스를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사람의 무의식적인 눈 깜빡임은 약 0.1초로, blink 방식은 

이것보다 조금 길게 눈을 깜박이면 클릭이 작동되는 방식이다. 한편, 

dwell 방식은 시선이 어느 특정 영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면 클릭이 수행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구 마우스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킨

다. 또한 안구 마우스로 클릭을 실행하는 방법은 눈을 깜빡이는 

blink 방식과 단순히 화면을 일정한 시간 동안 응시하는 dwell 방식 

등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어떠한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blink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홍승표 

외, 2014).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 또

한 반드시 필요하다.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는 아이 트랙킹을 

위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눈을 통한 마우스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UI 기능을 포함한다. 안구 마우스를 통해서는 눈의 움직

임을 이용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거나 클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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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마우스에 의한 클릭은 기본적으로 좌클릭이며,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클릭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일

반적인 눈 움직임만으로는 마우스의 모든 기능적인 동작을 작동시

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서 마우스의 좌클릭 이외의 동작인 

우클릭과 더블클릭, 드래그 등과 같이 마우스의 다양한 기능적인 동

작을 하기 위해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여러 UI 기능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여러 

UI 기능을 활용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마우스의 기능적 동작을 넘어

서는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의 좋고, 나쁨의 정도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과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이아름, 2015).  

안구 마우스는 손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커서 이동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이 트랙킹의 기술의 정밀도 문제와 함께, 무의식적

인 눈 움직임에 의해 마우스의 동작이 작동하여 의도치 않은 여러 

오류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마이다스 터치(midas touch) 문제

(Jacob, 1991) 등으로로 인해서 사용자가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 마

우스 커서를 사용자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Bates & Ista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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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아이 트랙킹 기술은 지금의 약 100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HCI의 

연구 분야에서도 아이 트랙킹 기술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입력장치로써 아이 트랙킹을 사용했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반영환, 1999). 하지만 그럼에도 앞

서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

서 입력 수단의 일환으로써 아이 트랙킹 기술을 활용한 눈의 유용

성을 강조한 연구자 및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아이 트랙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과 디지털 기기와의 상호작용에

서 눈을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연구들 또한 지속적으

로 있어 왔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 트랙킹 기술이 발전함

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안구 마우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연구이고, 

둘째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구 마우스 사용의 사례에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이 두 부류에 바탕을 두고 각각의 부

류에 속하는 몇몇 선행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특

히 이러한 선행 연구들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선행 연구

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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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연구 

Ware와 Mikaelian(1987)은 아이 트랙킹을 활용한 컴퓨터 입력

장치, 즉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Fitts의 법칙(Fitts' 

law)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려 하였다. Fitts의 법칙이란, 목표물의 크

기가 작고 움직이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운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법

칙이다. 그들은 이러한 Fitts의 법칙을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를 사

용하여 목표자극 선택(target selection)의 수행 정도를 확인해보는 

간단한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시선을 입력으로 변환시

키는 방식을 이용해 dwell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들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물의 크기가 작을 경우 안구 마우스의 사용

에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구 마우스는 빠른 과제 

수행 결과를 내었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안구 마우스도 

Fitts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해서 충분

히 살펴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 

Jacob(1991)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Ware와 

Mikaelian(1987)이 실험했던 상황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안

구 마우스를 사용한 목표자극 선택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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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화면에서 단순히 하나의 목표자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지정한 하나를 선택하는 실험을 한 것이

다. 또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물체의 이동(moving an object), 눈

을 이용한 텍스트 스크롤링(eye-controlled scrolling text), 메뉴 

명령(menu command) 등 좀 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안구 마우스

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실험을 하였고, 눈을 이용한 자연

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dwell 방식이 좋은 인터페이스 방식이

라고 보며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전보다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가

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안구 마우스의 일반적

인 사용에는 아직 많은 난제가 있다고 논의하기도 했다(Jacob, 

1993). 한편, Sibert와 Jacob(2000)은 이전의 실험을 좀더 보완하

여,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목표자극 선택 실험을 원, 글자라는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 각각 그 수행 정도를 일반 마우스와 비교해보는 

실험을 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험은 dwell 방식으로 이루어졌

으며,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과제 수행 

결과는 일반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빠른 결과를 내었다고 한다. 또

한 Jacob과 Karn(2003)은 2003년 이전까지 있어 왔던 아이 트랙

킹 기술과 안구 마우스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 전망에 대해

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마우스의 다양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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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들에 대한 사용성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 알아보아보려고 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비록 불완전하지만 안구 마우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용성의 만족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안구 마우스

의 사용성에 대해 모든 부분을 다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영환(1999)은 안구 마우스의 마우스 커서 이동 시간에 대해서 

Fitts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려고 하였다. 그는 blink 방식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안구 마우스 또한 Fitts의 법칙을 따른

다고 주장했으며, 일반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는 아이 트랙킹 기술의 

문제 때문에 어는 것이 효율성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Ware와 

Mikaelian(1987)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

으로 볼 수 있다. 

Bates와 Istance(2003)는 안구 마우스와 머리 마우스(head 

mouse)의 사용성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이들은 마우스 커서의 이

동만을 눈 또는 머리로 하였고, 실제 클릭의 경우 손을 이용해 수동

으로 하였다. 그들은 안구 마우스와 머리 마우스를 실험참가자들에

게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구 

마우스의 경우 머리 마우스보다 과제 수행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었고, 특히 목표자극 선택에서 목표자극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매

우 안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설문을 통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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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안구 마우스가 낮은 결과를 내었다고 보고하면서, 훈련 시간

이 많을 경우 안구 마우스가 머리 마우스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안구 마우스의 한계에 대해서 지

적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연구는 컴퓨터 사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

조기구인 머리 마우스의 사용성을 안구 마우스와 구체적으로 비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 나아가서 

설문을 통해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의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

아보아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험에서 마우스 

클릭의 경우 안구 마우스임에도 눈을 통한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Murata(2006)는 연령대 별로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에게 일반 마우스와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게 하여 안

구 마우스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는 dwell 방식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각 연령 집단에게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게 하여 마우스 

커서 이동, 목표자극 선택 및 이동, 대상의 크기 조절 등 네 가지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는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안구 마우스에 대해

서 훨씬 좋은 실험 결과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

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마우스와 안구 마우스를 비교했

을 때도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좋은 결과를 보였고 안구 마우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히려 노년층의 

경우 일반 마우스보다 안구 마우스를 선호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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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그의 연구는 이전의 선행 연구들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안구 마우스의 유용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Drewes와 Luca, 그리고 Schmidt(2007)는 모바일 환경에서 눈

을 통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휴대폰에 아

이 트래킹 기술을 접목시켜서 모바일 환경에서 눈을 통한 인터페이

스 방법을 시도하였다. 눈을 통한 인터페이스는 dwell 방식과 함께 

시선 동작(gaze gesture)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식을 시도했

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전화번호부 검

색 과제의 수행의 정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선 고정 방식을 통한 과제 수행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연구는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서도 안구 마우스와 같은 눈을 통한 입력 방식이 유용할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Kumar(2007)는 Tobii의 아이 트랙커를 이용해 눈을 이용한 새

로운 방식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

로 목표자극 가리키기(target pointing), 목표자극 선택, 스크롤링

(scrolling), 활성창 변경(application switching), 비밀번호 입력

(password entry), 확대(zooming)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용성

을 평가하였다. 그는 수동 클릭은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눈을 통한 인터페이스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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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사용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고,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

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이를 통해서 눈을 통한 인

터페이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새로운 방향을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ertegaal(2008)은 Fitts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안구 마우스의 

dwell 방식,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 일반 마우스, 

터치펜(stylus)의 사용성을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제 수행에서는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이 안구 마

우스의 dwell 방식과 일반 마우스보다 좋은 결과를 내었지만, 오류

율의 경우 다른 두 입력 방법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한다. 또한 마

우스 커서의 이동 속도에서는 눈을 통한 이동이 가장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주관적인 점수를 포함해 모든 것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면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이 가장 좋은 

입력 방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눈을 통한 입력장치에는 여전

히 정확도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

구는 여러 입력 방식들을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눈을 

통한 마우스 커서의 이동이 다른 방법들보다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Bednarik와 Gowases 그리고 Tukiainen(2009)은 안구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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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well 방식,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커멘드(command) 방

식(gaze-augmented interaction), 그리고 일반 마우스의 사용성을 

비교하였다. 실험은 과제 수행에 대해서 마우스 커서의 이동 시간과 

과제 수행 완료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

우스 커서의 이동 시간에서는 안구 마우스의 dwell 방식, 일반 마우

스,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커멘드 방식의 순서로 빠르다는 결

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편, 과제 수행에서는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

로 한 커멘드 방식이 가장 빠른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마우스,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커멘드 방식, 안구 마우스의 

dwell 방식의 순서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들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각 입력장치의 사용자 경험

을 평가해 보려고 하였다. 그들의 설문지 결과에 따르면 아이 트래

킹을 바탕으로 한 커멘드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안구 마

우스의 dwell 방식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한다. 하지만 

몰입도 측면에서는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였을 때가 일반 마우스보

다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연

구는 Kumar(2007)와 Vertegaal(2008) 등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 

한 것으로, 이전의 연구들보다 좀 더 나아가서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승표 등(2014)은 안구 마우스의 두 입력 작동 방식인 blin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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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ll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를 바탕으

로 비교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구 마우스를 처음 사

용할 때는 dwell 방식의 효율성이 조금 더 좋았지만, 연습을 통한 

학습 과정 이후에는 안구 마우스의 두 가지 입력 작동 방식 사이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안구 마우스의 두 가지 작동 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blink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는 사용

하기 좋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와 안구 마우스 사용에 적합

한 방식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안구 마우스 작동 방식을 비

교할 때, 서로 다른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아름(2015)은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안구 마우스인 아이캔을 

이용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평가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 따

르면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이라

는 상당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함께 

안구 마우스가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반

적인 사용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구 마우스

의 사용에서 적절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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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h와 Lutteroth, 그리고 Weber(2015)는 아이 트래킹을 바탕

으로 한 수동 클릭과 일반 마우스의 사용성을 비교하였다. 아이 트

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의 경우 시선 & 클릭(Gaze & Click), 

문자 할당(Letter Assignment), 오프셋 메뉴(Offset Menu)라는 서

로 다른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목표자극 선택의 과제는 위키

피디아(Wikipedia)의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 사이의 사용성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반 마우스보다 좋지 않은 사용성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

들의 연구는 아이 트래킹을 바탕으로 한 수동 클릭에 적합한 방법

을 찾으려는 시도였고, 이에 대한 사용성을 일반 마우스와 비교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등을 확인해보려 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사용성의 세 요소 중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물론 안구 마우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설문 및 

설문지를 통해 사용성의 세 요소 중 하나인 만족에 대해 평가한 경

우는 있지만, 단순한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

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을 확인해보려 한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의 

공통된 의견은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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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속도는 일반 마우스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눈을 움직이는 것은 

손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눈의 움직임은 인

지적 처리 과정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준다. 이는 Murata(2006)의 

연구 결과에서 잘 나타나는데,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안구 마우스에 

대해서 훨씬 좋은 실험 결과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젊은층보다 인지적 처리와 물리적 움직임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컴

퓨터 사용에서 안구 마우스가 일반 마우스보다 물리적 움직임을 줄

여주고 인지적 처리 과정을 좀 더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Vertegaal(2008)의 연구와 Bednarik 등(2009)

의 연구에서도 안구 마우스를 통한 마우스의 커서 이동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눈의 움직임이 인지적 처리 과정을 즉

각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안구 마우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도 선행 연구들

에서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안구 마우스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정확도 면에서 안구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 이유는 기술

적인 문제이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 가

능한 아이 트랙킹 기술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눈의 움

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입력장치인 안구 마우스의 정확도도 당연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눈 움직임 자체의 문제이

다. 소위 마이더스 터치 라고 말하는 이 문제는, 무의식적인 눈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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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에 의해 마우스의 동작이 작동하여 의도치 않은 여러 오류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문제를 말한다(Jacob, 1991). 이 외에도, 비

싼 기기와 소프트웨어 값 등으로 인해 안구 마우스는 일상적으로 

보편화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선행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

고 있다. 

 

2.2.2. 안구 마우스 사용의 사례에 대한 연구 

안구 마우스는 독립적인 입력장치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

구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구 

마우스를 실재로 적용한 사례에 대한 연구인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HCI의 연구 분야에서 안

구 마우스가 연구된 주요 목적은 손, 발 등의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

는 장애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의 개발

이었다고 볼 수 있다(Levine, 1981). 최근에도 안구 마우스를 사용

할 주요 사용자층을 중증 장애인으로 염두하고 진행되는 연구가 많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을 실험참가자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구 마우스를 

실재로 사용하게 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Kim 등(2003)은 머리 부착형 아이 트랙커와 자신들이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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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척추 손상 등의 이유로 지체 장

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게 하여 과제 수행의 

오류 정도를 평가하고 만족도를 간단히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실험참가자들은 대체로 안구 마우스 사용에 만족하였

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 트랙커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에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연석과 김종기(2005)는 EyeTech의 안구 마우스와 안구 마우

스 용 소프트웨어인 Quick Glance를 이용해 문자 입력 평가를 하였

다. 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 문자 입

력을 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눈을 통한 인터페이스에 최적화 된 한

글 입력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신윤 등(2013)은 자체적으로 만든 머리 부착형 아이 트랙커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구 인식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전신 마비 환자

들에게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는 안구 

마우스가 중증 지체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사용에서 보조기구 역할

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안재완, 권성진, 그리고 김동환(2013)은 삼성에서 만든 안

구 마우스인 아이캔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실재로 지원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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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우스가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직접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안구 마우스는 장애가 없는 사용자보다 장

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훨씬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접근성의 

측면(ISO/IEC, 2014)에서 손과 발 등을 포함해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3. 이번 연구와 선행 연구의 연관성  

안구 마우스는 일반 사용자보다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훨씬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Jacob(1991; 1993)과 Jacob과 

Karn(2003), Zai(2003), Murata(2006), Kumar(2007), 

Vertegaal(2008) 등과 같은 연구자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눈

을 통한 입력장치를 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

한 관점에서 실험참가자들을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실험참가

자로 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과 연관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이번 연구와 선행 연구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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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Ware와 Mikaelian(1987), 반영환(1999), 

Sibert와 Jacob(2000), Bates와 Istance(2003), Murata(2006), 

Vertegaal(2008) 등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Fitts의 

법칙을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이번 연구에

서는 Fitts의 법칙을 바탕으로 목표자극의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안

구 마우스 사용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Jacob(1991), Kumar(2007) 등의 연구를 

고려하여 단순히 클릭에 대한 하나의 작업만이 아닌, 다양한 작업을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해서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과 연관된 선행 연구들은 클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스크롤 등의 마우스로 

작동 가능한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의 사용 전반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스크

롤 등 각각의 마우스 기능에 대응하는 다양한 작업을 바탕으로 안

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연

구에서는 홍승표 등(2014)의 연구와 비슷하게 각각의 마우스 기능

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서로 다른 두 작동 방식의 사용성을 비

교하여, 안구 마우스 사용에 적합한 작동 방식을 찾아보려 하였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과 연관된 선행 연구

들의 부족한 부분인 사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Bates와 Istance(2003)의 연구와 다른 여러 연구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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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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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실험 1: 목표자극의 위치와 크기에 따른 안구 마

우스 사용의 수행 

 

3.1.1. 실험참가자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안구 마우스의 사용 경험이 없으며,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소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남자 17명과 여자 

10명으로, 총 2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부

생 또는 대학원생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22세에서 34세였고 평균 

나이는 26세였다. 실험참가자들 중에서 안경 사용자는 8명, 렌즈 

사용자는 6명이었다. 실험참가자들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0.3에서 1.5로,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눈에 특별한 이상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었다. 

실험참가자가 평소에 안경이나 렌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험 참

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실험에서는 안

구 마우스 사용 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턱고정 장치를 사용했

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실험 중에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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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실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

다.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총 27명 중에서 안

구 마우스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3명이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14명으로 나타났다. 안구 마우스에 대해서 들어본 경

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로 들은 경험

이 있었으며, 4명이 눈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마우스로 들은 경험

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안구 마우스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독립적인 입력장치 6명, 보조적인 입력장치 8명,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11명, 기타 2명으로 약 40%의 사람들이 안구 마우스를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3.1.2. 실험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실험에서 사용한 하드웨어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컴퓨터와 안구 

마우스이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화면크기 14인치(35.5cm), 화

면 해상도는 1920x1080의 노트북으로, 운영체제는 윈도우 8.1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안구 마우스는 EyeTech의 TM5 mini 

제품으로, 안구 마우스 본체의 크기는 29x3x2.5cm이다. 적외선 센

서와 카메라 일체형의 해당 제품은 본체 정면 중앙에 위치한 2개의 

궤도 표시기(tracking indicator)들을 통해 안구 운동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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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실험에서는 안구 마우스 사용 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턱고정 장치를 사용했다. 

 

[그림 2] 실험에서 사용한 안구 마우스(Eyetech, 2016) 

실험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

웨어와 실험 영상 촬영 소프트웨어이다.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

는 EyeTech의 Quick Access로 버전은 1.6.2.27을 사용했다. 

Quick Access의 설정은 UI의 경우 종류는 베이직, 크기는 작음, 팝

업창의 자동 숨김 시간은 0초로 하였다. 클릭 설정은 클릭 방식에서 

눈 깜빡임인 blink는 0.3초, 시선 고정인 dwell은 1.5초, 오래 눈 

깜빡임 방식을 이용한 더블클릭인 blink+는 0.9초로 하였고 클릭이 

되었을 경우 소리를 통한 피드백이 나오도록 하였다. 칼리브레이션 

설정은 양쪽 눈 모두(Left Eye And/Or Right Eye)를 사용하여 컴

퓨터 모니터 화면의 열여섯 개의 점을 순서대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였고, 칼리브레이션 거리는 55cm로 하였다. 이 외의 나머지 설정 

값들은 모두 기본(default)으로 하였다. 한편, 실험 영상의 촬영은 

반디캠(Bandica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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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실험 환경 

실험은 안구 마우스 사용 시의 칼리브레이션의 정밀도를 높이고 

외부의 빛 등에 의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문 등을 통한 외

부의 빛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책상의 높이는 약 730mm였다(Shieh & Lee, 

2007). 의자의 경우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 실험참가자

들의 키에 맞게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실험참가자와 노트북 모니터 사이의 거리(viewing 

distance)를 약 550mm로 유지하였다. 실험참가자와 노트북 모니

터 사이의 각도는 약 105°로 설정하였다(Lin et al, 2008; Lin et 

al, 2011). 또한 안구 마우스 사용 시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

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참가자와 노트북 모니터 사이의 거리와 각

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턱고정 장치를 사용했다. 

안구 마우스는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위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컴퓨터는 노트북인 관계로 노트북의 키보드 위에 

안구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안구 마우스는 

USB 케이블을 통해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안구 마우스의 

세부적인 위치 및 각도는 실험참가자의 양쪽 눈 모두가 안구 마우

스의 적외선 카메라 상의 중앙에 포착될 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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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환경 

 

3.1.4. 실험 목적 

실험 1은 목표자극의 위치와 크기에 따른 안구 마우스 사용의 사

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실험 1을 통해서는 안구 마우스

를 사용해서 마우스의 기본 작업인 (좌)클릭과 드래그에 대한 사용

성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3.1.5. 실험 설계 

실험은 피험자 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로 진행하였으며, 

모두 두 개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과제 1은 클릭 과제, 과제 2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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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 과제이다.  

실험 시작 전, 실험참가자들은 실험진행자에게서 실험에 대한 간

단한 설명을 들은 후, 안구 마우스의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실험의 각 과제 시작 전에 잠시 동안 연습 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실험참가자들이 원할 경우 과제와 과

제 사이에 잠시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시

간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30분 정도

가 소요 되도록 설계하였다. 

칼리브레이션 과정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열여섯 개의 점을 순

서대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번의 칼리브레이션을 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초였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안구 마

우스 용 소프트웨어의인 Quick Access에서 칼리브레이션의 적정 

기준은 열여섯 개의 원에서 벗어나는 선이 없는 상태로 정하였다. 

칼리브레이션 과정은 적정 기준 이상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였고, 칼

리브레이션의 적정 기준이상이 나왔더라도 실험참가자가 원할 경우

에는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도중에도 실험참가자의 앉은 

자세가 움직였거나 실험참가자가 원할 경우에는 칼리브레이션을 다

시 하여 초점의 정확도를 유지하였다(Zhang & MacKenzie, 2007). 

또한 칼리브레이션이 일정 정도 이상 보정되지 않는 실험참가자의 

경우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초점 정확도의 편차로 인한 실험 결

과의 영향을 통제하였다(Bates & Ista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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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칼리브레이션 과정의 예 

 

[그림 5] 칼리브레이션 결과의 예 

실험에서 사용한 노트북 바탕화면의 배치 구성은 [그림 6]과 같

았다. 각 열다섯 개의 붉은 점에는 목표자극인 폴더들을 배치하였다. 

목표자극인 폴더의 개수를 열다섯 개로 하고 [그림 6]과 같이 배치 

한 것은 Nakayama(2007)의 입력 작업 과제(input operation task)

를 참조한 것이다. [그림 6]에서 보이는 열다섯 개의 붉은 점들은 

이웃하는 다른 점들과 상∙하, 좌∙우의 간격이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

다(Sibert & Jacob, 2000). 이에 따라 8번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폴더들을 구분하였다. 목표자극인 폴더의 개수를 열다섯 개로 하고 

[그림 6]과 같이 배치 한 이유는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등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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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의 모니터 화면에서 이동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마우스 

커서의 이동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배

치된 폴더들 사이의 거리를 모두 일정하게 만들어 실험에서의 오차

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그림 6] 실험에서의 컴퓨터 바탕화면의 배치 구성 

 

3.1.5.1. 실험 변수 

 

3.1.5.1.1. 독립 변수 

실험 1에서 사용한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목표자극의 위치, 둘째는 목표자극의 크기, 셋째는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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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자극의 위치는 노트북 바탕화면의 배치 구성([그림 6])을 바

탕으로 중앙의 8번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구분하였다. 목표자극의 

위치는 중앙의 8번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

었다([그림 6]). 실험에서는 같은 그룹에 속한 목표자극들 사이의 

상∙하, 좌∙우 등의 위치에 따라 안구 마우스 사용의 수행이 달라지는

지를 평가하였다. 

목표자극의 크기는 소∙중∙대로, 세 가지 크기에 대해 진행하였다. 

실험에서의 목표자극은 컴퓨터 바탕화면의 폴더이다. 폴더의 크기는 

윈도우 8.1에서 제공하는 아이콘 크기 변환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

험 결과의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사

용한 모니터 화면의 비율인 16:9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폴더의 

크기와 비율은 크기 소에서 너비 0.94, 높이 0.65, 중에서 너비 

0.94, 높이 0.89, 대에서 너비 1.3, 높이 1.47이었다. 또한 시야각

(visual angle)의 경우 폴더의 크기 소에서 1.25°, 중에서 1.67°, 

대에서 2.81°이었다.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은 과제 1에서만 독립 변수로 사용되었

다. 과제 1 클릭 과제에서 클릭은 blink 방식과 dwell 방식, 두 가

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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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2. 종속 변수 

실험의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는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

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안구 마우스 사용의 수행

(performance), 둘째는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이다. 

안구 마우스 사용의 수행은 과제 수행 시간(time)과 과제 수행 

중의 실수(error)로 구성하였다. 과제 수행 시간은 사용성의 효율성

에 대응하며, 과제 수행 중의 실수는 사용성의 효과성에 대응한다. 

모든 실험 과정은 컴퓨터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하였

다. 과제 수행 시간은 실험 영상을 1/60초(second) 단위로 재생하

여 과제 시작 시간으로부터 과제 완료 시간까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 중에 목표 작업이 아닌 작업(예: 잘못된 목표자극 클릭)

을 실수로 정의하고 실수가 일어난 횟수를 측정하였다(Bednarik et 

al, 2009; Yeoh et al, 2015).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는 안구 마우스 사용에서의 각각의 작

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안구 마우스 사용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사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인 만족도는 실험 

1과 실험 2가 모두 끝난 후에 실험참가자들에게 미리 준비된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를 조

사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와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3장의 3절인 3.3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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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실험 절차 

 

3.1.6.1. 과제 1: 폴더 클릭 과제 

과제 1은 목표자극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배치된 열다섯 개의 폴

더들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클릭하는 것이다. 시작 지점은 중앙의 

8번 폴더이며, 8번 폴더 이외의 다른 폴더들을 한 번씩 클릭하는 방

식으로 과제가 진행되었다. 즉, 과제 1은 중앙의 8번 폴더를 왕복해 

가며 중앙의 8번 폴더를 제외한 1번부터 15번까지의 총 열네 개의 

폴더들을 한 번씩 클릭하는 것이다. 

과제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 클릭을 하는 두 방식인 blink 방식

과 dwell 방식으로 하였고, 폴더의 크기 소∙중∙대에 대해 한 번씩, 

총 여섯 번을 반복하였다. 실험 순서는 실험 순서에 따른 독립 변인 

사이의 영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blink 방식과 dwell 방식의 두 

가지 방식과 세 가지의 폴더 크기에 대해 역균형법(counter 

balancing method)을 적용해 실험 순서로 인한 결과의 영향을 최

소화 하였다. 폴더를 클릭하는 순서는 실험 과정 중 실험진행자에 

의해 지시 되었다. 폴더를 클릭하는 순서는 랜덤 조합에 의한 순서

를 모든 실험참가자들에게 대해 다르게 제시하여 폴더 위치의 조합

에 대한 순서를 균등하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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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폴더 크기 소∙중∙대 

 

3.1.6.2. 과제 2: 폴더 드래그 과제 

과제 2는 목표자극인 2번, 4번, 12번, 14번에 위치한 폴더들 중에

서 지정한 하나의 폴더에 나머지 세 개의 폴더를 드래그로 넣는 것

이며, 2번과 14번 폴더, 4번과 12번 폴더와 같이 대각선 방향의 두 

폴더를 지정하여 총 여섯 번의 드래그를 하는 것이다. 

 

[그림 8] 폴더 드래그 과제 – 예 1 

 

[그림 9] 폴더 드래그 과제 –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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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안구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에서 드래그 버튼을 클릭해야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마우스 커서의 이동에 의한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에서 드래그 기능을 고정시킨 후에 

과제를 하도록 진행하였다. 과제는 blink 방식으로 폴더의 크기 소∙

중∙대에 대해 한 번씩, 총 세 번 반복하였으며, 실험 순서에 따른 독

립 변인 사이의 영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폴더 크기에 대해 역균

형법을 적용했다. 폴더를 넣는 순서는 실험참가자들의 자의로 이루

어졌다. 

 

3.1.7. 실험 결과 

실험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소프트웨어인 SPPS 버전 23을 

사용하였다.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수 분석을 할 경우 자료는 

정규성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에는 비모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실험 자료 중 과제 수행 시간이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세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하여 자료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비모수 검정법인 프리드만 검정

(Friedman test)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 등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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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과제 1: 폴더 클릭 과제의 수행 

 

3.1.7.1.1. Blink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Blink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시간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p>.05). 폴더 크기 중에서는 상∙하 위치(5번과 15번

(Z=-2.085, p=.037))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 폴

더 크기 대에서는 좌∙우 위치(1번과 5번(Z=-1.968, p=.049))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0] Blink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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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link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에 대한 실험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폴더 위치 13번, 12번에서 

각각 0.56, 0.41의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실패 횟수는 1번, 11번에

서 각 1회로 총 2회의 실패가 나타났다. 폴더 크기 중에서는 폴더 

위치 7번에서 0.41의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실패 횟수는 4번, 5번, 

15번에서 각 1회, 11번, 12번에서 각 2회로 총 7회의 실패가 나타

났다. 폴더 크기 대에서는 모든 폴더 위치에서 평균적으로 0.26 이

하의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실패 횟수는 1번에서 1회로 총 1회의 

실패가 나타났다. 

 

[그림 11] Blink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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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2.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시간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p>.05). 폴더 크기 중에서는 상∙하 위치(2번과 12번

(Z=-2.354, p=.019), 3번과 9번(Z=-2.005, p=.045), 3번과 13

번(Z=-2.257, p=.024))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 

폴더 크기 대에서도 상∙하 위치(1번과 11번(Z=-2.086, p=.037), 

4번과 14번(Z=-2.042, p=.041))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2]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시간 

한편,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에 대한 실험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폴더 위치 14번, 11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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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0.92, 0.81, 0.63으로 높은 실수 횟수를 보였

으며, 실패 횟수는 1번, 4번, 6번, 7번, 11번에서 각 1회, 2번, 10번, 

15번에서 각 2회, 14번에서 3회로 총 14회의 실패가 나타났다. 폴

더 크기 중에서는 폴더 위치 15번, 6번, 11번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0.81, 0.63, 0.62으로 높은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실패 횟수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에서 각 1회, 1번에서 2회로 총 7회의 실패

가 나타났다. 폴더 크기 대에서는 모든 폴더 위치에서 평균적으로 

0.3 이하의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실패 횟수는 1번, 10번, 11번, 

12번에서 각 1회로 총 4회의 실패가 나타났다. 

 

[그림 13]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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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 수행 비교 

Blink 방식 클릭과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시간을 비교해

볼 경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방식 사이의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11번(Z=-2.153, p=.031)). 폴더 

크기 중에서도 방식 사이의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6번

(Z=-2.643, p=.008), 10번(Z=-3.391, p=.001), 12번(Z=-

3.229, p=.001)). 폴더 크기 대에서도 방식 사이의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1번(Z=-3.600, p=.000), 2번(Z=-3.724, 

p=.000), 4번(Z=-2.553, p=.011), 6번(Z=-2.664, p=.008), 7

번(Z=-2.781, p=.005), 9번(Z=-2.654, p=.008), 10번(Z=-

3.148, p=.002), 11번(Z=-2.794, p=.005), 12번(Z=-2.946, 

p=.003), 14번(Z=-2.438, p=.015), 15번(Z=-2.578, p=.01)). 

[표 1] 클릭의 과제 수행 시간 

 소 중 대 

폴더 

위치 
Blink Dwell Blink Dwell Blink Dwell 

1 4.63 6.39 4.79 7.43 2.39 4.21 

2 5.08 4.65 3.91 4.72 2.36 4.49 

3 4.32 5.16 3.86 4.25 3.12 3.57 

4 4.50 5.50 3.96 4.93 3.10 3.95 

5 5.69 7.34 4.41 6.06 4.03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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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74 5.02 4.53 7.36 3.08 5.09 

7 4.51 5.29 3.56 5.08 2.48 3.61 

9 4.88 5.16 4.22 5.43 2.65 3.94 

10 6.49 5.46 3.44 6.63 3.09 3.98 

11 5.06 8.57 4.71 7.09 3.43 5.61 

12 5.30 5.70 4.03 7.10 3.65 5.57 

13 4.86 5.88 4.59 6.05 3.20 3.81 

14 4.36 6.98 5.14 6.04 3.49 5.53 

15 5.54 6.19 6.13 6.09 3.57 6.10 

한편, blink 방식 클릭과 dwell 방식 클릭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

를 비교해볼 경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실

수 횟수의 방식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5번(Z=-2.144, 

p=.032), 7번(Z=-2.296, p=.022)). 폴더 크기 중에서도 실수 횟

수의 방식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10번(Z=-2.754, 

p=.006)). 폴더 크기 대에서는 모든 폴더 위치에서 방식 사이의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실패 횟수는 폴더 크기 소

에서 blink 2회, dwell 14회, 폴더 크기 중에서 blink 7회, dwell 7회, 

폴더 크기 대에서 blink 1회, dwell 4회로 나타났다.  

[표 2] 클릭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 

 소 중 대 



57 

 

폴더 

위치 
Blink Dwell Blink Dwell Blink Dwell 

1 0.35 0.46 0.33 0.36 0.08 0.15 

2 0.30 0.52 0.11 0.30 0.00 0.22 

3 0.11 0.44 0.22 0.23 0.22 0.11 

4 0.11 0.31 0.35 0.30 0.04 0.11 

5 0.19 0.63 0.27 0.56 0.15 0.04 

6 0.30 0.38 0.15 0.63 0.26 0.26 

7 0.15 0.50 0.41 0.41 0.15 0.15 

9 0.15 0.33 0.37 0.27 0.07 0.07 

10 0.26 0.52 0.00 0.46 0.04 0.15 

11 0.27 0.81 0.36 0.62 0.07 0.31 

12 0.41 0.33 0.12 0.54 0.07 0.23 

13 0.56 0.26 0.30 0.27 0.07 0.07 

14 0.22 0.92 0.26 0.37 0.22 0.26 

15 0.15 0.36 0.27 0.81 0.15 0.26 

 

3.1.7.2. 과제 2: 폴더 드래그 과제의 수행 

폴더 드래그의 과제 수행 시간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상∙하 위치(2번과 12번(Z=-2.400, 

p=.016))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났다. 폴더 크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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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는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그림 14] 드래그의 과제 수행 시간 

한편, 폴더 드래그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폴더 크기 소에서는 폴더 위치 2번, 4번, 12번에서 평

균적으로 0.7, 0.77, 0.62의 높은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4번과 14

번에서 각각 1회의 실패가 나타났다. 폴더 크기 중에서는 모든 폴더 

위치에서 평균적으로 0.43 이하의 실수 횟수를 보였으며, 폴더 위

치 2번에서 1회, 12번에서 3회의 실패가 나타났다. 폴더 크기 대에

서는 모든 폴더 위치에서 평균적으로 0.23 이하의 실수 횟수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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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드래그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 횟수 

 

3.2. 실험 2: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사이의 수행 

비교 

 

3.2.1. 실험참가자 

실험 1과 동일 했다. 

 

3.2.2. 실험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실험 1과 동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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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실험 환경 

실험 1과 동일 했다. 

 

3.2.4. 실험 목적 

실험 2는 특정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마우스의 여러 동작을 사용

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

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실험 2를 통해서는 안구 마우스를 

사용해서 마우스 기능의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스크롤 등의 사용

성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또한 실험 2를 통해서는 마우스 기능의 

클릭, 더블클릭, 스크롤 등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서로 다른 두 

작동 방식, 그리고 마우스 기능의 드래그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두 

작업에 대한 사용성을 비교하였다. 

 

3.2.5. 실험 설계 

실험은 피험자 내 설계로 진행하였다. 실험 2에서 가정한 상황은 

하나이지만 안구 마우스를 작동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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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작 전, 실험참가자들은 실험진행자에게서 실험에 대한 간

단한 설명을 들은 후, 안구 마우스의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실험의 각 과제 시작 전에 잠시 동안 연습 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실험참가자들이 원할 경우 과제와 과

제 사이에 잠시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시

간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20분 정도

가 소요 되도록 설계하였다. 

칼리브레이션 과정은 실험 1과 동일 했다.  

실험 2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의 배치 구성은 실험 1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단, 2번 자리에 폴더 대신 pdf 형식의 파일을 놓았으며, 파

일의 아이콘 및 폴더의 크기는 모두 중으로 통일하였다. 

 

[그림 16] 실험 2에서의 컴퓨터 바탕화면의 배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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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실험 변수 

 

3.2.5.1.1. 독립 변수 

실험 2에서 사용한 독립 변수는 하나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우스의 네 기능인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스크롤 등에 대해서 

각각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

다. 클릭은 blink 방식과 dwell 방식, 더블클릭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과 blink+ 방식, 스크롤은 안

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과 blink 방식만으로 스크롤바를 클릭하는 방식이었다. 드래그

의 경우 작동 방식은 아니지만 파일을 이동시키는 일반적인 드래그 

작업과 문자를 긁어 선택하는 드래그 작업을 비교하였다.  

 

3.2.5.1.2. 종속 변수 

실험 1과 동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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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실험 절차 

 

3.2.6.1. 과제 1 

과제 1에서의 클릭은 모두 blink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과제 1

은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더블클릭 버튼

을 이용해서 2번 위치에 있는 pdf 형식의 파일을 여는 것이다. 

 

[그림 17] 실험 2의 과제 1의 1단계 

2단계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스크롤 버튼을 

이용해서 안구 마우스 자체의 스크롤 방식으로 pdf 문서의 3/5 페

이지의 지정한 문장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Quick Access

의 스크롤 기능은 안구 마우스 사용자의 시선에 의해 페이지를 상∙

하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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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 2의 과제 1의 2단계 

3단계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드래그 버튼을 

이용해서 지정한 문장을 긁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림 19] 실험 2의 과제 1의 3단계 

4단계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닫기 버튼을 이

용해서 pdf 문서를 닫는 것이다. 

 

[그림 20] 실험 2의 과제 1의 4단계 

마지막으로, 5단계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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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 버튼을 이용해서 2번 위치에 있는 pdf 형식의 파일을 3번 위

치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다. 

 

[그림 21] 실험 2의 과제 1의 5단계 

 

3.2.6.2. 과제 2 

과제 2는 기본적으로 실험 2에서의 과제 1와 같다. 단, 안구 마

우스의 작동 방식에 차이를 주었다. 과제 2에서의 클릭은 기본적으

로 모두 blink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blink+ 방식으로 더블클릭을 하여 2번 위치에 있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스크롤 버

튼을 사용하지 않고 blink 방식만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스크롤바를 

클릭해 pdf 문서의 3/5 페이지의 지정한 문장이 있는 곳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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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4단계에서는 dwell 방식으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

뉴의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파일을 닫도록 하였다. 

3단계와 5단계는 과제 1과 동일하여 생략하였다. 

2단계에서 스크롤의 경우에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드래그 기능을 이용하여 스크롤바를 직접 이동시키는 것 또

한 가능하지만 이는 앞의 일반적인 드래그 작업과 큰 차이가 없어 

하지 않았다. 

 

3.2.7. 실험 결과 

실험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소프트웨어인 SPPS 버전 23을 

사용하였다.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수 분석을 할 경우 자료는 

정규성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에는 비모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실험 자료 중 과제 수행 시간이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세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하여 자료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비모수 검정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

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실험 2에서의 과제 수행 시간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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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 더블클릭에 대한 작동 방식(Z=-2.403, p=.016)과 2단계

의 스크롤의 작동 방식(Z=-4.015, p=.000)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하지만 4단계의 클릭에 대한 작동 방식 사이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림 22] 실험 2에서의 과제 수행 시간 

한편, 실험 2에서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작동 방식의 비교에서는, 1단계의 더블클릭에 대한 작

동 방식과 4단계의 클릭에 대한 작동 방식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2단계의 스크롤의 작동 방식(Z=-

3.580, p=.000)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수 횟수

는 2단계의 blink 방식 클릭만을 이용한 스크롤과 dwell 방식 클릭

의 경우 평균적으로 2.64, 0.57라는 높은 실수 횟수를 보였고, 나머

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0.29 이하의 실수 횟수를 보였다. 실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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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단계의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스크롤에서 4

회, blink 방식 클릭만을 이용한 스크롤에서 2회, 3단계에서 3회, 4

단계의 blink에서 2회, dwell에서 5회, 5단계에서 2회의 실패가 나

타났다.  

 

[그림 23] 실험 2에서의 과제 수행 중의 실수 횟수 

 

3.3.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 

 

3.3.1. 설문지 목적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사용성의 세 요소인 효율성과 효

과성, 그리고 만족 중에서 만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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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단순히 안구 마우스 사용에 대한 만족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만들었다. 

 

3.3.2. 설문지 설계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Bates와 Istance(2003)가 사용한 만족 설

문지 요소들(satisfaction questionnaire factors)을 바탕으로 하였

다. Bates와 Istance의 만족 설문 요소들은 만족 설문지 영역들

(satisfaction questionnaire sections)인 작업부하도(workload), 

편안함(comfort), 사용의 쉬움(ease of use)에 대해서 자세히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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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Bates와 Istance(2003)의 만족 설문지 영역 및 요소 

하지만 Bates와 Istance(2003)의 연구는 안구 마우스를 사용할 

때 클릭을 수동으로 했다는 점과 머리 마우스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였다는 점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Bates와 Istance의 만족 설문지 

요소들을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들이 있다. 또한 

Bates와 Istance의 연구에서는 설문지에서 사용한 문항의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연구

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Bates와 Istance의 만족 설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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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과 만족 설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되, Hart와 

Staveland(1988), Brooke(1996), Douglas와 Kirkpatrick 그리고 

MacKenzie(1999), Zhang과 MacKenzie(2007) 등의 연구들과 안

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사용성 평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참고

하여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작업부하도는 물리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 시간적 

압박, 실망∙불안∙짜증의 유발, 작업의 성공, 종합이라는 여섯 가지의 

하위 평가 요소들로 구성하였고, 편안함은 눈, 목, 어깨, 종합이라는 

네 가지의 하위 평가 요소들로 구성하였으며, 사용의 쉬움은 정확도, 

속도, 자연스러움, 필요한 사전 지식, 예상, 종합이라는 여섯 가지의 

하위 평가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만족 설문 영역들의 하위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여덟 가지의 안구 마우스 작동 방식

들에 대해서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여덟 가지의 안구 

마우스 작동 방식들은 각각 두 개씩 짝을 이루어 클릭, 더블클릭, 

스크롤, 드래그 등의 네 가지의 마우스 작업들에 대한 것으로 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인적 사항, 사전 조사, 작동 

방식 만족도, 종합적인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인적 사항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넣었다. 사전 조사에서

는 실험참가자들의 안구 마우스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의견 등을 알

아보기 위한 문항들을 넣었다. 작동 방식 만족도에서는 앞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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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세 가지의 만족 설문 영역들과 그 하위 평가 요소들을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각 작동 방식들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만

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을 넣었다. 그리고 종합적인 만족도에

서는 안구 마우스 사용의 전반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

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을 넣었다. 또한 종합적인 만족도에서

는 자유응답을 통해 안구 마우스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넣어 안구 마우스 사용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안구 마우스 사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금

이라도 파악하고자 했다. 

[표 3] 설문지 구성 

인적 사항 

사전 조사 

작동 방식 만족도 작업부하도 

물리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 

시간적 압박 

실망이나, 불안, 짜증의 유발 

작업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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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편안함 

눈 

목 

어깨 

종합 

사용의 쉬움 

정확도 

속도 

자연스러움 

필요한 사전 지식 

예상 

종합 

종합적인 만족도 

칼리브래이션의 정확도 

안구 마우스의 유용성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자연스러움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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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답 

설문지에 대한 응답 방법은 기본적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를 사용하였으며, Bierton과 Bates(2000)의 연구를 고려하여 리커

트 척도는 7척도로 하였다. 설문지는 리커트 척도 응답 시 평가 항

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설문지를 설

계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 되도록 설계하다. 

 

3.3.3.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 조사 결

과 

설문지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소프트웨어인 SPPS 버전 23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수 분석을 할 경우 자료

는 정규성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문지 자료 분석에는 비모

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자료 분석에는 비모수 검정법인 윌콕

슨 부호순위 검정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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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도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

펴보면 작업부하도, 편안함, 사용의 쉬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3.3.1.1. 작업부하도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만족도 중 작업부하도 영역에 대한 결

과는 [그림 25]와 같았다.  

작동 방식의 비교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마우스 기능의 각각

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두 작동 방식의 비교가 유의미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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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 - 작업부

하도 

[표 4] 안구 마우스의 두 작동 방식의 비교 - 작업부하도 

 Z p 

작업부하도1 - 클릭 -3.699 .000 

작업부하도1 - 더블클릭 -2.954 .003 

작업부하도1 - 스크롤 -3.736 .000 

작업부하도1 - 드래그 -4.012 .000 

작업부하도2 - 클릭 -3.157 .002 

작업부하도2 - 더블클릭 -3.124 .002 

작업부하도2 - 스크롤 -3.445 .001 

작업부하도2 - 드래그 -3.569 .000 

0

2

4

6

8

물리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 시간적 압박 실망이나, 

불안, 짜증의 

유발 

작업의 성공 종합 

Blink Dwell UI 메뉴 더블클릭 Blink+

UI 메뉴 스크롤 Blink 스크롤 파일 드래그 문자 긁기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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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부하도3 - 클릭 -3.585 .000 

작업부하도3 - 더블클릭 -2.357 .018 

작업부하도3 - 스크롤 -4.129 .000 

작업부하도3 - 드래그 -3.661 .000 

작업부하도4 - 클릭 -3.653 .000 

작업부하도4 - 더블클릭 -3.430 .001 

작업부하도4 - 스크롤 -3.902 .000 

작업부하도4 - 드래그 -3.537 .000 

작업부하도5 - 클릭 -3.943 .000 

작업부하도5 - 더블클릭 -3.401 .001 

작업부하도5 - 스크롤 -3.859 .000 

작업부하도5 - 드래그 -3.419 .001 

작업부하도6 - 클릭 -3.732 .000 

작업부하도6 - 더블클릭 -2.876 .004 

작업부하도6 - 스크롤 -3.928 .000 

작업부하도6 - 드래그 -3.744 .000 

 

3.3.3.1.2. 편안함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만족도 중 편안함 영역에 대한 결과는 

[그림 26]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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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의 비교에서는 더블클릭의 경우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

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과 blink+ 방식의 비교가 하위 평가 

항목인 목, 어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이러한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마우스 기능의 각각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두 작동 방식의 비

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표 5]). 

 

[그림 26]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 - 편안함 

[표 5] 안구 마우스의 두 작동 방식의 비교 - 편안함 

 Z p 

편안함1 - 클릭 -3.927 .000 

편안함1 - 더블클릭 -2.483 .013 

편안함1 - 스크롤 -3.940 .000 

0

2

4

6

눈 목 어깨 종합 

Blink Dwell UI 메뉴 더블클릭 

Blink+ UI 메뉴 스크롤 Blink 스크롤 

파일 드래그 문자 긁기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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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1 - 드래그 -3.658 .000 

편안함2 - 클릭 -2.414 .016 

편안함2 - 스크롤 -2.989 .003 

편안함2 - 드래그 -2.658 .008 

편안함3 - 클릭 -2.539 .011 

편안함3 - 스크롤 -2.971 .003 

편안함3 - 드래그 -2.970 .003 

편안함4 - 클릭 -3.852 .000 

편안함4 - 더블클릭 -2.028 .043 

편안함4 - 스크롤 -3.496 .000 

편안함4 - 드래그 -3.168 .002 

 

3.3.3.1.3. 사용의 쉬움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만족도 중 사용의 쉬움 영역에 대한 결

과는 [그림 27]과 같았다. 

작동 방식의 비교에서는 더블클릭의 경우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

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과 blink+ 방식의 비교가 하위 평가 

항목인 정확도, 필요한 사전 지식, 예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또한 드래그 작업의 경우 일반 드래

그와 문자 긁기 드래그 비교가 하위 평가 항목인 필요한 사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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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이러한 

네 개의 평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마우스 기능의 각

각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두 작동 방식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표 6]). 

 

[그림 27]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 - 사용의 

쉬움 

[표 6] 안구 마우스의 두 작동 방식의 비교 - 사용의 쉬움 

 Z p 

사용의 쉬움1 - 클릭 -3.568 .000 

사용의 쉬움1 - 스크롤 -4.137 .000 

사용의 쉬움1 - 드래그 -4.075 .000 

사용의 쉬움2 - 클릭 -3.744 .000 

0

2

4

6

8

정확도 속도 자연스러움 필요한 

사전 지식 

예상 

 

종합 

Blink Dwell UI 메뉴 더블클릭 

Blink+ UI 메뉴 스크롤 Blink 스크롤 

파일 드래그 문자 긁기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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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쉬움2 - 더블클릭 -2.651 .008 

사용의 쉬움2 - 스크롤 -4.028 .000 

사용의 쉬움2 - 드래그 -3.774 .000 

사용의 쉬움3 - 클릭 -3.512 .000 

사용의 쉬움3 - 더블클릭 -2.873 .004 

사용의 쉬움3 - 스크롤 -3.613 .000 

사용의 쉬움3 - 드래그 -3.566 .000 

사용의 쉬움4 - 클릭 -2.333 .020 

사용의 쉬움4 - 스크롤 -2.074 .038 

사용의 쉬움5 - 클릭 -3.907 .000 

사용의 쉬움5 - 스크롤 -2.525 .012 

사용의 쉬움5 - 드래그 -3.040 .002 

사용의 쉬움6 - 클릭 -4.080 .000 

사용의 쉬움6 - 더블클릭 -3.192 .001 

사용의 쉬움6 - 스크롤 -4.129 .000 

사용의 쉬움6 - 드래그 -3.681 .000 

 

3.3.3.2.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종합

적인 만족도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결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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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과 같았다. 

 

[그림 28] 안구 마우스 사용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지의 자유응답을 바탕으로 조사한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

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 이유들을 정리하면 

크게 긍정과 부정,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원문은 [부록 3]

을 참조). 각 부류에 해당하는 평가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안구 마우스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는 직관적이

라는 것이 실험참가자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마우스 커서의 이동의 

경우 눈 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되

어 자연스럽고, 이 덕분에 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우스보다 빠르

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칼리브래이션의 결과와 함께 시선에 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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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칼리브래이션의 

정확도 

안구 마우스의 

유용성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자연스러움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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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마우스 커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자세 변화 등에 따른 그 정확

도의 저하가 민감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실험참가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안구 마우스의 여러 작동 방식들 사이의 전환에 상당히 시간

이 소요되고,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사용해야 할 

때 어려움 등이 생겨 복잡한 작업 수행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눈의 피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되었다. 

[표 7] 안구 마우스 사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 이유 

 내용 

긍정 

손으로 이용하는 마우스와 방식이 유사해서 직관적으

로 사용법을 이해하고 빨리 익힐 수 있었다. 

방법을 한번 익히면 사용하기 쉬울 것 같으며, 사용자

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업이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의 움직임과 초

점에 대한 감이 생기면서 작업의 효율이 올랐습니다. 

또한 11시방향에서 4시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움

직이는 경우에 실제 마우스를 손으로 움직인다면 오래

걸렸을 텐데, 안구 마우스는 초점을 순식간에 바꿈으

로서 순간이동하듯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수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더라도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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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밀한 커서 이동을 하기에는 부하량이 많음. 눈의 피

로가 빨리 생김… 

안구마우스는 자주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경우에는 

사용 편의성이 좋으나, 과업 수행에 있어 눈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자세가 경직되는 등 신체적인 피로도가 

있어서 장시간동안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구마우스는 자주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경우에는 

사용 편의성이 좋으나, 과업 수행에 있어 눈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자세가 경직되는 등 신체적인 피로도가 

있어서 장시간동안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캘리브래이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눈 및 신체 피

로가 빨리 온다.(피로해소가 빨리 되는 듯하나 다시 

찾아옴)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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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논의 

 

이번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안구 마우스의 각각의 

작동 방식을 포함하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

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안구 마우스의 각각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클릭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클릭은 눈 깜빡임

인 blink와 시선의 고정인 dwell,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실

험 결과를 본다면 blink 방식이 dwell 방식보다 과제 수행 시간에서 

빠른 결과를 내었고, 과제 수행 중의 실수에서 적은 결과를 내었다. 

이는 blink 방식이 dwell 방식보다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좋은 결과

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뿐만이 아니라 설문지를 통

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blink 방식의 점수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dwell 방식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안구 마우스의 클릭에서 dwell 방식이 blink 

방식보다 더 좋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Jacob, 1991; 1993). 게다가,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두 방식 중에서 어

떠한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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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blink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다(홍승표 외, 2014). 그렇지만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안

구 마우스의 클릭에서 blink 방식이 dwell 방식보다 사용성에서 더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결과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클릭에서 blink 방식이 dwell 방식보다 사용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안구 마우스의 

blink 방식을 이용해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안구 마우스가 눈 깜빡

임을 클릭으로 인식하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일단 익숙해질 경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반면 안구 마우스의 dwell 방식을 이용해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안구 마우스가 시선을 클릭으로 인식할 때까지 클릭하려

는 대상을 일정 시간 동안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응시

해야 한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눈동자(동공)

의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클릭하려는 대상을 일정 시간 동안 마우

스 커서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며, 클릭하려는 대상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난이도는 매우 높아지

게 된다. 또한 안구 마우스가 시선을 클릭으로 인식할 때까지 클릭

하려는 대상을 일정 시간 동안 응시하는 데는 안구 마우스가 눈 깜

빡임을 클릭으로 인식하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

요하기도 해, 사용자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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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클릭에서

는 blink 방식이 dwell 방식보다 사용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더블클릭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더블클릭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과 blink+ 방

식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실험 결과를 본다면 blink+ 방식

이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보다 과제 

수행 시간에서 빠른 결과를 내었다. 이는 blink+ 방식이 안구 마우

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보다 효율성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뿐만이 아니라 설문지

를 통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blink+ 방식의 점수는 편안함 영역의 

하위 평가 항목인 목, 어깨와 사용의 쉬움 영역의 하위 요소인 정확

도, 필요한 사전 지식, 예상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안구 마

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안구 마우스의 blink+ 방식을 이용해 더블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안

구 마우스의 blink 방식을 이용해 클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구 마우스가 눈 깜빡임을 더블클릭으로 인식하는 시간에 익숙해져

야 한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일단 익숙해질 경우 사용자의 의도에 따

라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안구 마우스 용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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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해 더블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사용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blink+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작업 

중에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

로 인해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더블클릭에서는 blink+ 방식이 안

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보다 사용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스크롤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스크롤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과 스크롤바를 직접 클릭 또는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한 방식과 

blink 방식만으로 스크롤바를 클릭하는 방식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

과를 본다면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

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이 blink 방식만으로 스크롤바를 클릭하는 것

보다 과제 수행 시간에서 빠른 결과를 내었고, 과제 수행 중의 실수

에서 적은 결과를 내었다. 이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이 blink 방식보다 효율성

과 효과성 모두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

뿐만이 아니라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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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blink 방식만으로 스크롤바를 클릭하는 것보

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 자

체의 스크롤 기능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사용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스크롤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에

는 컴퓨터 화면의 위∙아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크롤이 가능하

여 매우 직관적이며 빠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blink 방식만

으로 스크롤바를 클릭하는 것은 좁은 면적의 스크롤바를 클릭하는 

여러 번의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여 안구 마우스 자체의 스크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작업 중에 실수를 일으킬 가능

성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스크롤에서는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

하는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이 blink 방식만으로 스크롤바를 클릭

하는 것보다 사용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 중에서 드래그에 대해서 일

반적인 드래그 작업과 문자 긁기 드래그 작업을 비교해 살펴볼 다

음과 같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보면, 파일을 드래그하는 일반적인 드

래그 작업이 문자 긁기 드래그 작업보다 과제 수행 시간에서 빠른 

결과를 내었고, 과제 수행 중의 실수에서 적은 결과를 내었다. 또한 

실험 결과뿐만이 아니라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결과에서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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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드래그 작업의 점수는 사용의 쉬움 영역의 하위 평가 항목인 필

요한 사전 지식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문자 긁기 드래그 작

업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일반적인 드래그 작업에 비해서 

문자 긁기 드래그 작업이 정밀한 작업이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작업 중에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안구 마우스의 드래그 

작업에서는 일반적인 드래그 작업에 비해서 문자 긁기 드래그 작업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구 마우스의 각각의 작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

다. 마우스의 기본적인 동작인 클릭과 드래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

면 다음과 같다. 실험 1의 결과를 통해서 목표자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폴더의 크기가 커질수록 클릭과 드래그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

성이 모두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클릭과 

드래그 모두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폴더가 하단에 위치한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는 설문지의 자

유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클릭의 경우 폴

더 크기 중에서 가장 강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폴더 크기 소와 대의 

경우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드래그의 경우 

폴더 크기 소에서 가장 강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폴더 크기 중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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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대해서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1의 결과

는 안구 마우스의 작업에 있어서 목표자극이 상단에 위치했을 때가 

하단에 위치한 경우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

다. 

이번 연구에서는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심

도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 사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구 마우스의 각 작

동 방식에 대해서 클릭은 blink 방식, 더블클릭은 blink+ 방식, 스

크롤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

우스 자체의 방식, 드래그 작업은 일반적인 드래그 작업을 기준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클릭의 경우 작업부하도, 편안함, 사용의 

쉬움 영역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보통인 4점이상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더블클릭 또한 안구 마우스를 이용

한 클릭과 마찬가지로 작업부하도, 편안함, 사용의 쉬움 영역의 모

든 평가 항목에서 보통인 4점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스크롤의 경우 작업부하도, 편안함, 사용의 

쉬움 영역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보통인 4점이상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지만, 클릭과 더블클릭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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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드래그 작업의 경우 편안함 영역

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는 보통인 4점보다도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

었고, 클릭과 더블클릭, 스크롤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실험참가자들의 자유응답을 통

해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스크롤과 드

래그 작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

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

간이 더 걸리고 작업 중에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늘어나, 이것이 

만족도 측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최종적으로 안구 마우스 사용의 종합적인 만족도에도 나타

나고 있다.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칼리브래이

션의 정확도, 안구 마우스의 유용성,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자연스러

움,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에서 안구 마우스의 유용성과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의 

경우 보통인 4점보다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실험참가자들의 자유응답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안구 마우스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는 상당히 

직관적이라는 것이 실험참가자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마우스 커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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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경우 눈 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자연스럽고, 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우스보다도 빠르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작업의 경우 안구 마우스의 사

용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칼리브래이션의 결과

와 함께 시선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자세 변화 

등에 따른 그 정확도의 저하가 민감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실험참가

자들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작은 목표자극을 클릭해야 하거나 정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구 마우스

의 여러 작동 방식들 사이의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사용해야 할 때 어려움 등도 존

재하였다. 그리고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제기되었

던 것과 같이 눈의 피로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

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안구 마우스의 유용성과 전체적인 안

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

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안구 마우스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안구 마

우스의 전체적인 사용성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만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은 좋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당연히 안구 마우스

의 사용자 경험 또한 좋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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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안구 마

우스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

과 같다고 생각한다.  

먼저, 안구 마우스의 칼리브래이션 및 커서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의 성능 향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시간에 적용하기 어려

운 방법이다. 따라서 차선의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

째로는, 안구 마우스의 클릭을 수동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Kumar(2007), Vertegaal(2008), Bednarik 등(200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구 마우스의 클릭을 수동과 함께 사용하는 것

은 안구 마우스의 칼리브래이션 및 커서의 정확도 문제를 보안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안구 마우스의 클

릭을 수동과 함께 사용할 경우 마우스 커서의 이동 속도는 빠르게 

사용하면서도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의 전체적인 사

용 빈도를 줄여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안구 마우스의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Kumar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기능 중 하나인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안구 마우스의 칼리

브래이션 및 커서의 정확도 문제를 보안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안구 마우스의 칼리브래이

션 및 커서의 정확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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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안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둘째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에 대한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

어의 UI 메뉴 직관성을 살리는 것이다(이아름, 2015). 또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들 중에서 사용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의 여러 설정 값을 사용자 개인에 적합

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구 마우스의 인터페이스 문제를 보안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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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5.1. 연구 결론 

이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구 마우스의 

각 작동 방식에 대해서 클릭은 blink 방식, 더블클릭은 blink+ 방식, 

스크롤은 안구 마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식이 각각에 대응하는 다른 작동 방식에 비해서 

사용성이 좋다는 결과를 보였다. 드래그 작업의 경우는 파일을 옮기

는 작업이 문자 긁기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목표자극의 크기가 클 

때가 작을 때보다, 그리고 목표자극이 컴퓨터 바탕화면의 상단에 있

을 때가 아래에 있을 때보다 작업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구 마우스 사용의 전반적인 사용성은 별로 좋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안구 마우스의 사용에 대한 인터페이스 자체는 상당

히 직관적이라는 것이 실험참가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안구 마

우스의 칼리브래이션의 결과와 함께 시선에 따른 마우스 커서의 정

확도가 떨어지고, 자세 변화 등에 따른 그 정확도의 저하가 민감하

다는 점이 안구 마우스의 전체적인 사용성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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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안구 마우스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

인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구 마우스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들 중에서 사용성이 좋은 것을 사

용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안구 마우스의 각 작동 방식에 대해

서 클릭은 blink 방식, 더블클릭은 blink+ 방식, 스크롤은 안구 마

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UI 메뉴를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 자체의 방

식이 각각에 대응하는 다른 작동 방식에 비해서 사용성이 좋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구 마우스에 따라서는 마우스의 각 기능

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 개인의 특색에 따른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

식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만약 해당 안구 마우스에서 제공하는 작동 

방식 중에 하나라도 사용성이 안 좋을 경우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을 다양하

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가지씩만

으로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성이 좋은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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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들 중 사용성이 좋은 것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안구 마우스의 UI 메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충분

히 크게 만들며,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하단보다는 상단에 위치시킨

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안구 마우스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목표

자극의 크기가 클 때가 작을 때보다, 그리고 목표자극이 컴퓨터 바

탕화면의 상단에 있을 때가 아래에 있을 때보다 작업 수행에 적합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구 마우스를 사용할 때 자주 클릭해야 

하는 목표자극이 있을 경우 그 크기는 충분히 크게 만들며,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하단보다는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안구 

마우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 의의  

이번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에서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안

구 마우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심도 있는 설문지를 통

해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구 마우스의 사용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 사용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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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연구의 결과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안구 마우스 사용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의견들은 그 동안의 실험 연구들로만은 파악하는 

것이 부족했던 안구 마우스 사용의 장∙단점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안구 마우스 작동에 기반한 인터페이스 설계와 작동 방식의 

개선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우스의 여러 기능에 

대응하는 안구 마우스의 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각 기능에 

대응하는 사용성이 좋은 안구 마우스의 작동 방식을 찾아 보았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안구 마우스 작동에 기반한 인터페

이스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상관 없이 안구 마우스를 사용

하는 사용자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4.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이번 연구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에 참가한 실험참가자들의 수가 많다고 볼 수 없

으며,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모든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장애가 없는 20~3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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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장애의 유∙무, 그리고 연령대의 상관없이 안구 

마우스의 잠재적인 모든 사용자층에 대해서 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번 연구의 결과가 안구 마우스 사용의 최적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안구 마

우스의 사용 경험이 없었으며,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지도 못 하

였다. 이 때문에 실험참가자들이 안구 마우스의 사용에 충분히 익숙

해지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연구에서는 안구 마

우스 용 소프트웨어의 여러 설정 값을 모두 비교하여 사용하기에 

최적의 값을 찾아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조정하지는 못 하였다. 따라

서 이번 연구의 결과가 안구 마우스 사용의 최적의 결과라고 말하

기는 어려우며, 이미 사용에 익숙한 일반 마우스와 사용성을 비교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의 안구 마우스 사용을 자연스러운 작업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의 안구 마우스 사용은 실험 상황

에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의 안구 마우스 사용은 

일반적인 사용과 비교했을 때 턱고정 장치의 사용 등의 제약이 있

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안구 마우

스 사용의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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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깊게 다루었지만, 안구 마우스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 하였다. 비록, 설문지의 자유응답을 통해 안구 마우스 사

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이것만

으로는 안구 마우스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이번 연구의 한계점들을 계선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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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안구마우스를 이용한 입력방식에 따른 평가             

안구마우스의 작동방식, 목표자극의 크기, 위치에 따른 비교 분석을 위한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문 응답시간은 약 10 분 가량 소요됩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안구마우스의 사용성 

평가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인적사항                         

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1.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남 
         

  

  여 
         

  

           
  

1.3.  귀하의 안경/렌즈 사용 유무는 어떻게 되시나요?  
   

  

  안경 
         

  

  렌즈 
         

  

  사용안함 
        

  

           
  

1.4 귀하의 교정시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1.5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눈(dominant eye)은 어느 쪽인가요? 
  

  

  
왼쪽 눈 

        
  

 

  오른쪽 눈  
        

  

           
  

1.6  눈과 관련된 질환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해당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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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십시오.  

  없다 
         

  

  있다    
  

  

                        

 
            

2 사전조사                          

2.1 
안구마우스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는 것에 대해 

작성해주십시오.  
  

  없다 
         

  

  있다   
  

  

           
  

           
  

2.2 안구마우스란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적인 입력장치 
       

  

  보조적인 입력장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도구 
      

  

  기타    
  

  

           
  

2.3 
실험 참가 전, 안구마우스 사용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작동방식 

만족도 

                        

3.1 
[workload] 작업을 하는데 물리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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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2 
[workload] 작업을 하는데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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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3 [workload]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압박을 느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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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4 [workload]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망이나, 불안, 짜증 등을 느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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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orkload]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한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6 
[workload]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을 하는데 필요했던 과업부하도는 

높았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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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7 [comfort] 작업을 하는데 눈에 편안함을 느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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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8 [comfort] 작업을 하는데 목에 편안함을 느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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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9 [comfort] 작업을 하는데 어깨에 편안함을 느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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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10 [comfort] 작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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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ase of use] 작업을 하는데 정확히 할 수 있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12 [ease of use] 작업을 하는데 빨리 할 수 있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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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13 
[ease of use] 작업을 하는데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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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14 
[ease of use]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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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15 [ease of use] 작업을 하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할 수 있었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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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3.16 
[overall]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클릭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클릭 (응시 dwell)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더블클릭 (길게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스크롤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옮기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긁기 드래그 (버튼 + 깜빡임 blink) 

     
  

 
전혀     보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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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인 

만족도 

                        

4.1 
칼리브래이션(calibration)의 정확도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보통     매우 

   
  

           
  

4.2 
안구마우스가 작업 수행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통     매우 

   
  

           
  

4.3 안구마우스의 작동방식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십니까? 
   

  

 
전혀     보통     매우 

   
  

           
  

4.4 
전체적인 안구마우스의 사용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보통     매우 

   
  

           
  

4.5 안구마우스의 전체 만족도에 대한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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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 전, 실험참가자들이 안구 마우스 사용

에 대해 예상한 문제점 

 

실험참가자  

1 . 

2 
눈이 너무 피로할 거 같고, 정확도가 떨어질 거 같다는 

문제점 

3 눈 피로, 정확도 떨어지는 문제 

4 눈 움직임 보정의 민감도 

5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을 거 

같다 

6 자세에 따라 안구운동 감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구피로도, 정확성 

8 안구 피로도 

9 정확성 

10 눈 피로도 (안구 건조증), 정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11   

12 정확도, 속도, 피로도 

13 센스가 잘 안되는 것을 예상됀다 

14 내 안구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올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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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18 눈의 피로 

19   

20 정확성 

21 눈이 건조해짐 (자주 깜빡이지 않게 됨) 

22 눈이 쉽게 피로해질 것이라 생각함 

23 사용법에 익숙해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음. 

24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 안구 피로도, 정확도 

26 눈의 크기 

27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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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안구 마우스 사용 전반에 대한 실험참가자들

의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 이유 

 

실험참가자  

1 
정확도가 안맞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2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디바이스라는 점은 있지만, 

눈의 피로도가 심하고 정확도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듯하다 

3 

정밀한 커서 이동을 하기에는 부하량이 많음. 눈의 

피로가 빨리 생김. 장애우 보조 입력 장치로는 적합한 

것 같음 

4 

작동 방식이나 인터페이스 자체는 직관적인편이나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핸 기계의 민감도/ 

캘리브레이션 부분에서 만족할 수 없어 전반적인 

제품의 만족도 저하를 유도한다. 

5 

정신적 자원의 소모가 너무 많고, 캘리브레이션이 

잘되었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서가 잘 

움직인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손가락 마우스에 

비해 수행 속도가 너무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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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캘리브레이션은 잘 되나 사용자의 자세 변화에 민감한 

것 같음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드레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함  

7 

눈이 아프다. 작은 것은 정확히 클릭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 그래도 몇가지 기능들은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8 

안구마우스는 자주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경우에는 

사용 편의성이 좋으나, 과업 수행에 있어 눈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자세가 경직되는 등 신체적인 피로도가 

있어서 장시간동안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단하고 단순한 작업을 

단시간동안 수행하는 것에는 유용할 것이다. 

9 

캘리브래이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눈 및 신체 

피로가 빨리 온다.(피로해소가 빨리 되는 듯하나 다시 

찾아옴)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듯하다. 

10 

일반 마우스에 익숙한 사람이므로 안구마우스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에 익숙하지 않고 대처하기가 

힘들었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특히) 

11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인 눈 깜박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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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단한 기능을 전환하는데 매번 설정을 바꾸는 것도 

귀찮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눈에 피로가 많이 발생함. 

13 
IF THE SENSE MOTION COULD BE IMPROVED, 

IT WOULD BE BETTER. 

14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져 실패가 잦았다. 

15 

전체적으로 커서가 안구 움직임을 잘 따라오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는 신경쓸 일이 많고 

눈이 피로하다. 

16 

기술적으로 나의 눈 행동을 잡 잡아낼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작업 수행 방식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눈에 작지 

않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느낌이 들었고 아직 정확도가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17 
생각보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8 

작업이 느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의 움직임과 

초점에 대한 감이 생기면서 작업의 효율이 올랐습니다. 

또한 11시방향에서 4시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 실제 마우스를 손으로 움직인다면 

오래걸렸을 텐데, 안구 마우스는 초점을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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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으로서 순간이동하듯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수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더라도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 

칼리브레이션은 잘 되었지만, 실제 작업을 수행할 때, 

아무래도 안구의 움직임이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어려워, 스크롤같은 섬세한 작업을 하거나, dwell을 할 

때, 시간이 걸리고 잘 작동되지 않았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마우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 

눈으로 한 곳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서인지 눈이 

뻑뻑하다는 기분이 자주 들었고, 뻑뻑해서 눈을 

깜빡였을 때에 마우스 포인터가 심하게 요동쳐서 

불편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자연스러워서 

익히기 쉬웠다. 

21 

손으로 이용하는 마우스와 방식이 유사해서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이해하고 빨리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dwell방식에서 화면의 고정된 곳을 바라봐야할 

때 눈의 피로나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며, 버튼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웠다.  

22 
사용하기에 괜찮은데 동공지진이 느껴진다. 좀 더 

마우스 움직임이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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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적인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사용방식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었다. 하지만 마우스, 

트랙패드 등 다른 입력장치를 사용 가능할 때는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은 실행한 직후에는 

만족스러우나, 한두번 실험 녹화 도중에도 재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수시로 재실행하고 싶어졌다. 

24 

하단부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해야 하는 폴더보다 살짝 아래를 보며 과제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여서 스크롤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 스크롤바가 좁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25 
방법을 한번 익히면 사용하기 쉬울 것 같으며, 

사용자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DWELL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BLINK는 커서가 

원하는 위치에 가자마자 눈을 감으면 정확히 클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란 메뉴, 빨간 메뉴로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위아래로 커서를 

이동할 때 동공의 위치보다 눈꺼풀의 위치에 더 

민감한 것 같았습니다. 요령이 생기고 나서는 원하는 



133 

 

곳에 초점을 두고 눈꺼풀로 위아래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초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쉽지만 

눈꺼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필요할 때 위아래를 맞춰가면서 이용했습니다. 같은 

버튼을 여러번 누르는 작업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7 

생각했던 것 보다 이용하기 쉬웠고 칼리브래이션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Dwell  파트에서는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할때 집중도가 떨어져서 좀 힘들었고  Blink  

파트에서는 눈을 감을 때 좀 세게 감아야 해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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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sability Evaluation 

of an Eye Mouse  

– Based on the Function of Click, Double-

Click, Drag, and Scroll 

 

JIN, DAE-HWA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keyboard and a mouse are the most used input devices in 

using computers. But there are also other input devices in the 

computer interaction. After inventing the keyboard and the 

mouse, the other input devices have been also invented and 

developed. Among the other input devices, there is an eye 

tracking mouse, so called an eye mouse. The eye mouse refers 

to a kind of a mouse which works by using eye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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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which can help us to detect person's gaze and eye 

movements. The eye mouse refers to a kind of an input device 

which uses person's gaze and eye movements as input to 

operate a mouse cursor by using the technology.  

The most distinct feature of the eye mouse is that it uses an 

eye(s), a part of human body, as input in the computer 

interaction. There have been many scholars and experts who 

emphasized an importance of a person's eyes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The eye mouse is the typical input device 

actually making good use of the usefulness of person's eyes in 

the computer interaction. Moving a mouse cursor by the eye 

mouse has been known for its naturalness and fastness, 

compared with a normal mouse which is operated by hands. In 

fact, the naturalness of using the eye mouse has been crossed 

lips, and the eye mouse has been paid attention to a kind of a 

promising input device for the futu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usability on general use of 

the eye mouse. The need of this study can be explained as 

three reasons. First, it is needed to study the eye mouse by 

using a commercial eye mouse. Second, it is needed to study an 

in-depth usability evaluation of the eye mouse. And thir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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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to study general use of the eye mouse.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 made subjects use a 

commercial eye mouse, and did a usability evaluation of the eye 

mouse. I di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s on general 

use of the eye mouse based on objective results of experiments. 

The experiments consisted of two different experiments; at the 

experiment 1, I evaluate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left-

)click and drag performance of the eye mouse, and at the 

experiment 2, I evaluate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general use of eye mouse, supposing a context where 

sequential different mouse operations were needed. After all 

the two experiments, I evaluated subjective usability index like 

satisfaction on general use of the eye mouse, making subjects 

fill in a questionnair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perform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operation methods of the eye mouse which correspond to 

functions of the mouse. Questionnair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were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operation 

methods of the eye mouse which correspond to the functions of 

the mouse. Although basic interface of the eye mous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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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and fast, all things lik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considered, the usability on general use of the eye 

mouse was not good.  

 

Keywords: eye tracking mouse, eye mouse, input device, 

usability evaluation  

Student Number: 2014-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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