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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한 개인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그리고 노트북 등 여러 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멀티 
디바이스 활용 시대가 열렸다. 최근 이러한 멀티 디바이스 활용하는 
흐름은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을 활용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워치와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새로운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과 센서를 활용한 두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에서 스마트워치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 조합을 

이용한 보행자 길 안내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두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 조합을 이용하여 보행자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할 방향 정보를 
디자인하고, 실험 및 사용자 평가를 통해서 촉감 피드백 조합의 사용성과 
유용성을 검정하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위치와 관계없이 
촉감 피드백을 통한 네 가지 신호 정보를 약 97%의 높은 정확도록 
구분하였다. 이어서, 실내 쇼핑몰에서 진행된 필드테스트에서는 제안된 
촉감 피드백 인터페이스가 지도기반의 길 안내 인터페이스보다 
직관적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사례 연구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한 상황 

인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폰 스스로가 스마트워치와 
자신의 방향 센서값을 비교하여 어떤 손으로 스마트폰이 사용되는지를 
사전에 자동 인식하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왼손 또는 오른손 
사용에 알맞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센서값을 처리하였으며, 약 
95%의 정확도로 왼손과 오른손 구별하였다. 스마트폰의 왼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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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사용에 알맞은 상황 인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안된 시스템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 및 센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을 
제기한 본 연구는 앞으로 가속화될 개인의 멀티 디바이스 활용 시대에 
여러 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촉각 피드백, 한손 사용 인터랙션 
학   번 : 2 0 1 4 - 2 4 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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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1 절 연구 배경 
 

모바일 컴퓨팅(mobile computing) 기술의 발달은 개인이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 pad), 노트북과 같은 다수의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s)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multi-

devices) 활용 시대를 열어주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직장인 및 

전문직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① 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4% 이상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등 3대 이상의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41%의 설문 참여자는 항상 

스마트패드와 노트북을 동시에 들고 다닌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여러 

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를 연계하는 연동 

기술이나 디바이스 간 인터랙션(interaction)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멀티 디바이스 활용 흐름은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s) 보급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산량 예측에 관한 [그림1]을 살펴보면②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 전망 수치는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시장 규모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은 기존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기존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2014). 한국 직장인 디바이스 사용 실태 조사. 

https://www.microsoft.com/ko-kr/news/141005.aspx 에서 검색 
②
 Business Intelligence (2013). 전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산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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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산량 예측치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2013년 

1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된 세계 스마트워치(smartwatch) 시장규모가 

2016년에는 3,910만대를 넘어 2017년에는 5,510만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예상한다③. 스마트워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설치할 수 있는 등 

스마트폰에 가까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display) 및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로 스마트워치를 

단일 디바이스로만 사용하기에는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의 보조 디바이스 또는 추가적인 센서 

디바이스로써 사용하고 있다. 이때 스마트폰은 스마트워치에 통신 기능을 

지원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위한 포털(portal)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스마트워치를 기존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와 

                                            
③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스(SA)(2014).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규모. 

http://news1.kr/articles/?1520496 에서 검색 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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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multi-device interaction)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스마트워치를 기존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조하는 디바이스로써 

이용하고, 주로 확장된 디스플레이(display), 추가적인 입력장치, 그리고 

주변 상황을 감지(sensing)하는 센서(sensor) 디바이스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활용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단순히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조 디바이스로써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을 

위한 필수적인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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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연구 목표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를 단순히 스마트폰의 보조 디바이스로써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을 할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워치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에 스마트폰 사용만으로는 제한되었던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의 특징으로 스마트워치의 촉감 피드백(tactile feedback)과 

관성 센서(inertial sensor) ④ 를 활용한다. 왜냐하면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는 사용자에게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손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스마트워치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를 

단순히 스마트폰의 보조적인 디바이스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을 

위한 필수적인 디바이스로서 역할 범위를 확장한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과 

센서 조합을 활용하여 기존에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폰 사용만으로는 

제한되었던 인터랙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촉감 

피드백과 센서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랙션 문제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각각 보행자 길 안내와(pedestrian navigation) 상황인지 

인터페이스(context-aware interface)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④
 관성센서(inertial sensor): 운동의 관성력을 검출하여 측정 대상인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 속도, 방향, 거리 등 다양한 항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품을 

의미한다. 가속도계와 각속도계를 주로 사용하여 인가되는 가속도에 의해 관성

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을 검출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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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연구로써 스마트워치의 촉감 피드백이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행자 길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본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을 활용한 길 안내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통해서 보행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통해서 

보행자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방향 정보를 디자인한다. 두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 조합을 이용한 방향 정보 디자인이 보행자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실험을 

통해서 효과적인 촉감 피드백 조합을 밝혀내고, 이를 실제 보행자 길 

안내 상황에서 사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해 본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촉감 피드백 조합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을 활용하여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 사례연구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을 이용한 

상황 인식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화면 

크기의 증가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Karlson, Bederson, & Contreras-Vidal, 2006; Trudeau, 

Young, Jindrich, & Dennerlein, 2012). 특히, 어떤 손으로 – 왼손 또는 

오른손 –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Wimmer & Boring, 2009),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한 손 사용에 따른 

스마트폰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을 이용할 것이다. 사용자가 어떤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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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context-aware interface)를 제공하여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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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2. 1 절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정의 및 특징 
 

MIT 미디어랩(Media Lab)의 정의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란 신체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컴퓨팅(computing)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한다 ⑤ . 시계, 안경, 및 

액세서리(Accessory)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이며 컴퓨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체 외부에 연결된 또 

하나의 두뇌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또한, 기기 사용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착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디바이스와 사용자가 융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⑥ .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은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항상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성은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들보다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을 더욱 밀접하게 

만든다. 특히 사용자의 몸에 항상 맞닿아 있으므로 사용자는 촉감 

피드백에 민감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오는 피드백(feedback)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몸의 특정 부위에 

착용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⑤
MIT Media Lab. http://www.media.mit.edu 
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웨어러블 컴퓨터의 현황과 전망(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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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표 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 

기능 내용 

착용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복, 액세서리와 같이 착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과 자연스러운 착용감 제공 

항시성 
사용자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사용자 간 끊임없는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 존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의 연장 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일체감과 통합감 제공 

안정성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불쾌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전원 및 전자파 등에 대한 안전성 보장 

사회성 
착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배제하고 사회문화적 
통념에 부합되는 형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촉감 피드백과 센서, 이 두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촉감 피드백과 보행자 길 

안내 시스템의 관계, 그리고 센서와 상황인지 인터페이스(context-aware 

interface)의 관계에 대해서 제2.2절과 제2.3절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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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절 촉감 피드백과 보행자 길 안내 
 

보행자에게 길 안내를 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지도 기반의 시각 

피드백 또는 음성 정보를 통한 청각 피드백을 이용하는 것이다(Heuten, 

Henze, Boll, & Pielot, 2008). 그러나, [그림2]와 같이 시각 피드백을 통한 길 

안내는 보행자의 시선을 시각피드백에 머물게 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Pielot, Poppinga, Heuten, & Boll, 2012). 반대로, 

청각 피드백은 보행자에게 시선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외부 방해 요인이 보행자에게 청각 피드백을 듣기 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하면서 보행자에게 피로감을 준다(Heuten et al., 

2008). 따라서, 보행자에게 시선의 자유를 보장하고, 감각적으로 

보행자에게 방향 정보를 제공할 방법으로 촉감피드백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Amemiya & Sugiyama, 2008; Heuten et al., 2008; Pielot et al., 

2012). 

 

 
[그림 2] 보행자의 시선 방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촉감 피드백을 이용하여 보행자에게 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는 촉감피드백을 생성하는 진동자(vibrator) 개수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진동자를 이용하는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10 

[그림3]과 진동의 길이를 이용한 다양한 패턴을 방향 정보와 적용해 

보행자에게 길 안내를 제공한다(Pielot et al., 2012). 단일 진동자는 

스마트폰 또는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에 하나씩 부착되어 있으므로 실제 

생활에서 보행자에게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진동 패턴과 방향 정보 간의 관계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방향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3] 단일 진동자를 통한 방향 정보 제공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의 진동자를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방향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투카다와 야수무라 

(Tsukada & Yasumura, 2004)는 [그림4]과같이 다수의 진동자를 허리띠에 

부착하고, 진동자가 울리는 위치 정보를 방향 정보를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직관적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 액티브벨트(ActiveBelt)를 

만들었다. 또한, 보스만(Bosman,  2003)은 [그림5]과 같이 보행자의 

손목에 진동자를 부착하여 왼쪽, 오른쪽, 멈춤, 그리고 목적지 도착과 

같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길 안내 정보를 전달해주었다. 하지만, 다수의 

진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그림 같이 길 안내를 위해서 추가적인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야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는 사용하기에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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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액티브벨트(ActiveBelt) 

 
[그림 5] 젠트가이드(GentleGuide) 

 

다수의 진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직관적이면서 감각적으로 방향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길 안내 정보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멀티 디바이스의 사용은 디바이스를 추가적로 이용하지만 단지 

길 안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 4장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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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3 절 센서와 상황 인지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손으로 잡는지, 

어떤 손 모양으로 잡는지,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사용자의 선호, 습관, 상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또는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등, 이때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랙션이 더욱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경우, 특정 영역을 터치(touch)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터치 영역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왼손과 오른손으로 

사용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는 스마트폰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왼손과 오른손 사용에 따른 터치 영역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떤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로 센서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그림6]처럼 고엘(Goel, 

2012)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생기는 스마프폰의 움직임을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스마트폰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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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립센스(GripSense) 

 

마커스(Markus, 2016)은 [그림7]과 같이 스마트폰의 잠금 패턴을 

해제할 때 생기는 센서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사용할지를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잠금패턴을 그림과 같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화면에 

접근할 때, 사용하기 제한적이다.  

 
[그림 7] 잠금패턴 해제시 생기는 센서정보 

 

첸(Chen, 2014)은 듀엣(Deut)을 통해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할때, 

발생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움직임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스마프워치를 착용한 손으로 터치를 했는지, 다른 나머지 손으로 

터치했는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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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듀엣(Duet):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터치 손가락 구분 

 

세 방식 모두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즉 어떤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생기는 센서값들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시점에서는 왼손 또는 오른손에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스마트폰이 

왼손에 있는지 오른손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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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디자인 
 
 

제 3. 1 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

션 
 
본 3장에서는 스마트폰-스마트워치의 동시 이용을 위한 디자인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 조합과 센서 조합을 이용하여 멀티디바이스 인터랙션을 

확장하고자 한다.  

 

3.1.1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동시이용에 관한 인터랙션 
프레임워크 

첸(Chen, 2014)은 기존 단일 디바이스 인터랙션에 적용되던 

전면(foreground)-후면(background) ⑦  개념을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동시 이용 인터랙션에 적용하였다. [표2]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을 탐구하기 위한 2X2 

프래임워크(framework)이다.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제3, 4 사분면(SF-SB, SB-SB)은 기존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인터랙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제3사 분면(SF-

SB)을 살펴보면 현재 산업계에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행태로 스마트폰은 스마트워치의 포털(portal)로써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스마트워치 자체는 스스로 통신을 

하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주로 뷰포인터(view pointer)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두 디바이스 사이의 인터랙션은 제한적이다. 제4사 분면(SB-

                                            
⑦
 전면(foreground)-후면(background): 한 사용자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시킬 때, 그 중 디바이스를 점유하고 사용자에 

의해 대화식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맨 앞에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전면이라고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뒤에 보

이지 않게 수행되므로 후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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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두 디바이스 모두 후면 상태에 놓여 있어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센싱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한다.  

 

프레임워크의 제1, 2 사분면(SF-SF, SB-SF)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동시 이용을 통해서 새롭게 제시한 인터랙션 부분이다. 제1 

사분면을 을 살펴보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모두 전면 상태의 

인터랙션에 놓여 있다. 두 디바이스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은 

입출력 플랫폼(flatform)으로 사용되고, 스마트워치는 입력 장치 또는 

확장된 디스플레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던 화면 크기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제2 사분면의 경우를 보면 스마트워치를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센서 역할을 하는 보조 디바이스로 활용했다. 

스마트워치가 후면부에서 작동하면서 스마트폰에 연동된 스마트워치의 

센서정보가 공유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워치의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2]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랙션 디자인 프레임워크 

 
스마트워치 전먼 

(Smartwatch Foreground) 

스마트워치 후면 

(Smartwatch Background) 

스마트폰 전면 

(Smartphone 
Foreground) 

SF-SF SB-SF 
스마트폰: 입출력 플랫폼 
스마트워치: 입력장치, 

 확장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입출력 플랫폼 
스마트워치: 센서 역할 

스마트폰 후면 
(Smartphone 
Background) 

SF-SB SB-SB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의  
포털(portal) 

스마트워치: 뷰 포인터 
(view pointer) 

스마트폰: 센서 역할 
스마트워치: 센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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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Chen, 2014)은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인터랙션을 살펴보았고, 제1, 2 사분면과 같은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그림9]을 살펴보면 스마트워치를 확장된 디스플레이로써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후면부에서 데이터 정보만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디스플레이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9]의 (b)처럼 

스마트워치에 연필 모양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연필 기능을 사용하여 

밑줄을 그을 수 있고, 지우개 모양을 누르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지우개로 

바뀌는 등 간단한 터치(touch)만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 

모드(mode)를 바꿀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스마트워치의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워치 기울어진 모양에 따라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눌렀는지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모드를 바꾸어 주었다.  

 

 
[그림 9] 듀엣(Deut)을 통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 

 

본 연구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인터랙션을 확장하려고 한다. 첸(Chen,2014)의 연구에서는 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인터랙션을 주로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촉감피드백과 센서의 

조합을 통한 인터랙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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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인터랙션 디자인 확장 
[표3]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촉감피드백과 센서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을 표기하였다. 제1 사분면을 살펴보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모두 촉감피드백을 제공하는 출력장치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제4절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피드백 조합을 활용한 보행자 

길 안내 인터페이스에서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제2 사분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첸(Chen,2014)의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만을 센서 디바이스로 사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함께 사용하여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을 이용한 

인터랙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5절에서 살펴볼 상황 인지 

인터페이스에서 두 디바이스의 센저 조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스마트폰의 한 손 사용 인터랙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것이다.   

 

 [표 3]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인터랙션 디자인 확장 

 
스마트워치 전먼 

(Smartwatch Foreground) 

스마트워치 후면 

(Smartwatch Background) 

스마트폰 전면 

(Smartphone 
Foreground) 

SF-SF SB-SF 
스마트폰: 입출력 플랫폼 

[추가] 출력장치 (촉감피드백) 
스마트워치: 입력장치, 

확장된 디스플레이,  
[추가] 출력장치 (촉감피드백) 

스마트폰: 입출력 플랫폼 
[추가] 센서 역할 

스마트워치: 센서 역할 

스마트폰 후면 
(Smartphone 
Background) 

SF-SB SB-SB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의 

 포털(portal) 
스마트워치: 뷰 포인터 

(view pointer) 

스마트폰: 센서 역할 
스마트워치: 센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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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연구1.  
촉감 피드백 조합을 이용한 보행자 길 안내 

 
 

제 4. 1 절 문제 정의 
 
4.1.1 연구 문제 

이번 4장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피드백 조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보행자 길 안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 언급했던 

보스만(Bosman, 2003)의 젠틀가이드(GentleGuide)를 살펴보면, 양쪽 

손목에 착용한  진동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행자는 직관적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길 안내를 위해서 추가적로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 또는 진동자를 부착하는 것 대신에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길 안내 시스템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한다.   

 

젠틀가이드(GentleGuide)의 개념을 [그림10]과 같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 확장하여 보행자에게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10]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을 이용한  

보행자 길 안내 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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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연구 목표 
젠틀가이드의 개념을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 확장하여 적용할 

때는 스마트폰의 이동성(mobility)에 따른 촉감피드백을 받는 위치와 방향 

정보 간의 관계에 불일치가 생긴다.  

 

젠틀가이드는(GentleGuide)는 진동 디바이스가 왼손과 오른손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손목의 위치(왼쪽, 오른쪽)와 

촉감피드백이 주는 방향정보를 직관적으로 연결하여 감각적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착용한 진동 디바이스가 

울리면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에 착용한 진동 디바이스가 울리면 

오른쪽으로 회전, 양쪽 디바이스가 동시에 울리면 멈춤, 번갈아 울리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손목에 고정된 스마트워치와 다르게 스마트폰은 

유동성(mobility)이 있으므로 보행자는 스마트폰 위치에 따라서 진동이 

울리는 위치에 따른 방향 정보를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11]과 같이 스마트폰이 위치 할 수 있는 4곳을 기준으로 보행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와 관계없이 방향 정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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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마트폰의 4가지 위치: 오른속(Right Hand, RH), 왼손(Left 

Hand, LH), 오른쪽 주머니(Right Pocket, RP), 그리고 왼쪽 주머니(Left 

Pocket, LP) 

따라서, 다음 4.2절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와 관계없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통해서 방향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보행자를 위한 촉감 피드백을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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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2 절 촉감 피드백 디자인 
 
4.2.1 예비 연구 (pilot study) 

스마트폰의 위치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촉감 피드백 조합으로부터 

오는 방향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총 4명의 실험 

참자가 (남자 2명, 여자 2명; 나이 범위: 24-34세)를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하였다.  

 

 [그림12]와같이 촉감 피드백과 방향 정보를 디자인하였다. 

스마트폰을 왼손에 착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스마트워치 진동이 울리면 

왼쪽으로 회전(Left, L), 스마트폰 진동이 울리면 스마트폰의 위치와 

관계없이 오른쪽으로 회전(Right, R),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진동이 

동시에 울리는 것(Simultaneous, S), 다음으로 번갈아 교대로 울리는 

것(Alternating, A)을 포함하여 총 4가지 방향 정보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12] 네 가지 방향 정보 디자인: 스마트워치가 울릴 때 왼쪽으로 

회전(Left, L), 스마트폰이 울릴 때 오른쪽으로 회전(Right, R), 두 

디바이스가 동시에 울릴 때(Simultaneous, S) 그리고 교대로 번갈아 울릴 

때(Alternating, A).  

방향 정보를 전달하는 촉감 피드백의 길이는 2초로 설정하였다. 이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진동을 번갈아 줄 때 최소 0.5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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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을 줘야 실험 참가자가 촉감 피드백이 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갈아 진동을 주는 촉감피드백을 디자인하기 위해 전체 

촉감피드백 길이를 2초로 설정하였다.  

 

4.2.2 촉감 피드백 디자인 설계 
예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 정보를 전달하는 촉감 피드백 

이전에 사전신호(preamble)를 주어서 각각의 디바이스의 위치를 느끼고, 

그 후 방향 정보를 판달 할 수 있도록 사전신호를 추가하였다. 사전 

신호의 목적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위치를 인식한 후 방향 정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신호는 [그림13]과 같이 두 종류로 디자인하였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동시에 울리는 동시 사전신호(simultaneous preamble),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교대로 울리는 교대 사전신호(alternating 

preamble)이다. 사전신호가 포함된 촉감 피드백의 방향 정보 디자인은 총 

3초로 설정하였다. 1초는 사전신호, 그리고 나머지 2초는 방향 정보에 

대한 촉감피드백이다.   

 

 
[그림 13] 사전신호를 포함한 방향 정보 디자인  

(왼쪽부터 사전신호 종류: 없음, 동시 사전신호, 그리고 교대 사전신호) 

사전신호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어떤 방향 정보 디자인이 길 안내 시스템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13]에서 사전 신호가 없는 것을 포함하여 총 3가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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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서 실험 평가 진행하였다.   

 

제 4. 3 절 실험 및 평가 
 
4.3.1 실험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 조합을 

통해 보행자에게 방향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였다. 두가지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스마트폰의 휴대 위치와 관계없이 촉감 피드백을 통한 방향 

정보를 실험참가자가 구분할 수 있는가[연구가설 1]이고, 두 번째는 

사전신호가 포함된 촉감 피드백의 종류에 따라서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데 차이가 있는지[연구가설 2]를 살펴보고, 어떤 사전신호가 방향 

정보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 16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스마트폰을 휴대 

하고 있는 위치에서 각각 촉감 피드백으로부터 오는 방향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 참가자 16명은 8명의 남성,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나이는 28세(나이 범위: 24-36세)인 대학원생이다. 

모든 참가자는 이전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모두 

스마트워치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였다. 

 
4.3.2 실험 내용 

실험 참가자가 각각 [그림11]과 같은 4가지 위치에서 [그림13]과 같이 

12가지 촉감 피드백 종류를 구별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가지 위치에서 

12가지의 촉감 피드백을 3번씩 반복하여 무작위로 실험참가자에게 

제공해주고, 촉감 피드백이 올 때, 어떤 방향 정보인지 구두로 말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한 위치에서 36번의 실험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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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옮긴다.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4가지 위치도 임의로 설정하여, 

실험 순서 문제로 생기는 학습효과를 방지한다.  

 

실험 참가자는 촉감 피드백으로만 방향 정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진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험 진행 시 

이어폰(earphone)을 끼고 음악을 듣게 하였다. 4가지 위치에서 모두 실험 

참가자는 서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 시간은 실험 참가자당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3.3 평가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으로부터 

오는 방향 정보를 97.22%의 높은 정확도(편차: 4.29)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의 휴대 위치와 관계없이 촉감 피드백으로부터 오는 방향 

정보를 실험참가자가 구분하는데 차이가 없는지[연구가설 1]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검증을 하였다. [표3]은 스마트폰의 위치에 따른 방향 정보의 

정답 수(틀린개수)를 나타낸다. 제시된 정답의 개수를 이용하여 각 위치에 

따라서 정답 수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스퀘어 테스트(chi-

square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촉감피드백으로부터 오는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데 스마트폰의 위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못했다 (χ2 = 0.9011; df = 9; p = 0.9996).   

 
[표 4] 스마트폰의 위치와 방향정보 유형간의 관계 

 스마트폰의 위치 

방향정보 유형 오른손 왼손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왼쪽 144 (0) 142 (2) 144 (0) 143 (1) 
오른쪽 144 (0) 143 (1) 143 (1) 141 (3) 
동시 140 (4) 126 (16) 137 (7) 127 (17) 
교대 140 (4) 142 (2) 141 (3) 1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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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전신호가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가설 2]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4]를 가지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전신호의 유형과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χ2 = 0.7852; df = 6; p = 0.9925). 이는 각각의 

사전신호에서 모두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ceiling effect)⑧.  

 
[표 5] 스마트폰의 위치와 사전신호 유형간의 관계 

 스마트폰의 위치 

사전신호 유형 오른손 왼손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없음 188 (4) 184 (8) 185 (7) 188 (4) 
동시 사전신호 189 (2) 178 (14) 189 (3) 187 (5) 
교대 사전신호 191 (1) 191 (1) 191 (1) 179 (13) 

 
 

4.3.4 논의점 
전반적으로 실험참가자들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으로부터 오는 4가지의 방향 정보를 높은 정확도(97.22%)로 

구분할 수 있었다. 총 2,340개의 신호 (16명 x 12가지 신호 x 3번씩 반복 

x 4가지 휴대 위치)에서 64개의 오답이 존재했다. 세부적으로 오답을 

분석해 보면 실험 참가자들은 동시신호를 구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했고, 사전신호로써 교대 사전신호를 사용했을 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⑧
 천장효과 (ceiling effect): 실험 처치가 매우 효과적이거나 검사 난이도가 너

무 낮아서 검사에 응한 모든 대상자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가 너무 쉬워서 집단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모든 문제를 

맞춘 경우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종속변인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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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호에 대한 구분 어려움 

64개의 오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6개의 오답(71%)은 

동시신호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특히, 46개의 오답 중 

41개(89.13%)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진동이 올 때, 

왼쪽(스마트워치 울림) 또는 오른쪽(스마트폰 울림)이라고 답해서 

발생하였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실험참가자들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동시에 오면, 실험참가자들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중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는 진동 때문에 나머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P4, P6, P7, P8, P9, P10).  

 

이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부터 오는 진동의 세기가 각 

디바이스의 진동자의 성능과 피부에 닿아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면적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진동의 세기 및 면적이 

일정하다고 해도 손목의 위치와 손바닥이 느끼는 진동의 감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틀가이드와는 다르게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보행자 길 안내를 하는 방향 정보를 디자인할 때는 

동시신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한다.  

                                                                                                                                                                                                                                                                                                                                                                                                                                       

교대 사전신호의 효과 

사전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표4]를 살펴보면 교대 사전신호가 왼쪽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포지션은 모두 가장 

높은 정확도(99.47%)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험참가자가 교대 사전신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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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했던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LH)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사용자들은 교대 사전 신호가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LH) 

다른 진동 알림, 예를 들어서 문자가 온다거나 등의 신호로 부터 

방향정보를 얻는 신호를 구분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교대 사전 신호가 왼쪽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위치했을 때는 방향 정보를 구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특별한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으면, 

상대적으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거리가 멀고 방향 구분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생긴 오차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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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4 절 사용자 평가 
 
4.4.1 필드 실험(field test) 

제안된 시스템의 실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지 살펴보고 위해서 

필드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장소는 저전력 블루투스 (Bluetooth low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하여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제안된 시스템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지도기반의 길 안내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3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쇼핑몰에 처음 방문해본 

사람이었다. 3명의 참가자는 앞서 진행했던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2명의 남자(29세와 35세)와 1명의 여성(32세)이 참가하였다.  

 

 [그림14]과같이 100m 정도의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길 마다 왼쪽 방향전환 2번 오른쪽 방향전환 2번이 포함토록 

설계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서 촉감피드백이 오면 왼쪽으로 

방향전환을, 스마트폰에서 촉감피드백이 오면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시켰다. 아무 신호가 없으면 앞으로 직진하도록 하였다. 위자드 

오브 오즈(Wizard of Oz)⑨ 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참가자에게 방향 정보를 

전달하였다.  

 

                                            
⑨
 위자드오브오즈(Wizard of Oz)기법: 아직 완성되지 않은 특정 시스템을 설계

하거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자 할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

나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테스크 시나리오(task 

scenarios)를 준비하고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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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도 기반의 길안내 시스템  

 
4.4.2 평가 결과 및 논의점 

3명의 실험 참가자가 모두가 제안된 촉감 피드백이 길을 직관적으로 

안내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실험참가자는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P1, P2, P3).  

 

“왼쪽 오른쪽 방향을 촉감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주니깐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P3)” 

“제가 지도를 잘 못 보는데 이건(시스템) 바로 왼쪽 오른쪽을 

알려줘서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P2)” 

“친구들이랑 함께 가거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야 할 때, 

이게(시스템) 도움이 될거 같아요. 가끔 지도를 보고 나면 애들이 시야 

밖에서 사라져서 불편했거든요.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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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과같이 지도 기반의 길 안내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험참가자가 지속적해서 지도를 확인하면서 길을 찾았던 반면, 제안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아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15] 촉감 피드백 기반의 길 안내와 지도 기반의 길 안내 시스템 

비교 

하지만, 실험참가자들은 제안된 촉감피드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지도기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확신을 덜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P2, P3).  

 

“지도는 내가 얼마나 길을 가고 있고 어느정도 남았는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만, 이건 (시스템) 그런 정보를 알 

수 없어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신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P2)” 

“제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대부분 지도를 볼 때는 

주변 사람과 함께 보면서 의논하곤 했는데, 이건 (시스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P3)” 

 

따라서 촉감피드백을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방향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보행자가 시선을 방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행위가 같은 시선의 이탈 없이 주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졌다. 또한, 선천적으로 방향감각이 부족해서 

지도를 읽지 못하거나 지도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보행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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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라서 방향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행자 길 안내 시스템에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 조합은 직관적으로 보행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예를 들어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 기반의 길 안내 시스템은 보행자가 스스로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을 맞게 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촉감 피드백을 통한 길 안내 시스템은 언급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어 보행자가 불안해했다.  

 

이는 촉감 피드백이 길 안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촉감 피드백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다양한 촉감 피드백 설계뿐만 아니라 지도 기반의 시각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방향 정보를 보다 확실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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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5 절 한계점 및 향후연구 
 

전반적으로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휴대 위치와 관계없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촉감 피드백으로부터 방향 정보를 구분할 수 있었고, 실제 

쇼핑몰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4군데로 설정하여 만일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거나 가방과 같이 촉감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곳에 스마트폰이 위치할 때 길 안내 시스템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촉감 피드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 정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피드백으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직관적이지만 제한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길 

안내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른 방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멈춤, 직진, 45도 방향전환 등의 정보가 두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 조합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디자인인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후속 연구로 촉감 피드백의 강도(intensity), 

길이(interval), 리듬(rhythm)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향 정보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촉감 피드백의 길이를 길게 시작했다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점점 그 길이가 짧아지게 촉감 피드백을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길 안내에서만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실외 길 안내까지 확장하여 실내외 

차이를 비교해 보고 효율적인 촉감 피드백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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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 연구 2.  
센서 조합을 이용한 상황인지 인터페이스 

 
 

제 5. 1 절 문제 정의 
 
5.1.1 연구 목표 

본 5장의 목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에 스마트폰이 

어떤 손으로 사용될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스마트폰 

하나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인터랙션이 없이 어느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듀엣(Deut)과 같이 

스마트워치의 센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듀엣(Deut)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터치가 

있을 때 발생되는 센서값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방향 

센서(orientation sensor) ⑩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어떤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5.2 절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를 

조합하여 디바이스의 위치를 찾고, 5.3절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5.4절에서는 이 시스템이 들어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평가를 받는다. 

 

  
                                            
⑩
 방향 센서(orientation sensor): 디바이스의 기울어진 방향을 알려주는 센서

로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 자이로스코 센서(gyroscope sensor), 그리고 

지자기 센서(geomagnetic sensor)를 이용하여 기울기의 방향 값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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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2 절 시스템 디자인 및 구현 
 
5.2.1 디자인 원칙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사용하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를 사용한다. 

[그림16]과 같이 두 디바이스의 방향 센서 조합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에 어떤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16-(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손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으면, 두 디바이스의 방향은 일정한 방향 값을 

가지고, 두 디바이스의 움직임의 크기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일정할 

것이다. 반대로, [그림16-(b)]를 살펴보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은 서로 

다른 손에 있기 때문에 방향 센서 값과 움직임의 크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값을 비교하면, 

스마트폰이 어떤 손에 있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 조합을 이용한 상황인지 

인터페이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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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방향 센서 값은 총 3가지로 

방위(azimuth) ⑪ , 경사도(pitch), 좌우회전(roll)이 있다. 이 중 주변 

자기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값을 제공하는 경사도와 

좌우회전 값을 이용한다(Junker, Amft, Lukowicz, & Tröster, 2008).   

 

경사도란 디바이스의 수직 기울기를 의미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디바이스의 머리 부분과 

아랫부분이 수평을 이룰 때 0 값을 출력해주며 머리 부분의 높이가 

높아지면 점차 값이 -90도로 향해 감소하며, 반대로 머리 부분의 높이가 

높아지면 90도로 향해 값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좌우회전 값은 기기의 

수평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이 값은 디바이스의 화면이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디바이스의 좌우 부분이 수평을 이루면 0 값을 가지며 

디바이스의 좌측 위치가 높아지면 수지값이 점점 증가하여 180도까지 

이르고, 우측값이 높아지면 수치가 점점 감소하여 -180도를 향한다.  

 

다음 장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 중 경사도와 

좌우회전 값을 수집하여, 실제로 센서값의 비교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⑪
 방위(azimuth): 디바이스를 수평으로 두었을 때 디바이스의 머리부분이 어느

방향을 가릭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데이터의 범위가 0~359일 때 각 

방향에 따른 데이터의 값은 북쪽을 0도로 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90도씩 

더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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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예비 연구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값이 스마트폰이 왼손 또는 

오른손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했다.  

 

절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였고, 스마트워치는 삼성 갤럭시 기어라이브를 사용하였다. 실험 

참가자 4명(남성 2명, 여성 2명, 나이 범위: 24-35세)을 모집하여 방향 

센서값을 수집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5분 동안 왼손과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손에 대한 

움직임은 따로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 값은 200Hz로 

수집하였으며, 스마트워치에서 측정된 센서값은 블루트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결과 

[그림17]은 왼손 사용 시와 오른손 사용 시에 따라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방향 센서값을 상자 그림(skeletal box-and-whisker 

plot)⑫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림17]의 왼쪽 그래프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경사도(pitch)와 

좌우회전(roll) 값이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방향 센서 

값들은 일정 값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⑫
 상자그림(skeletal box-and-whisker plot 또는 box plot): 각 그룹의 숫자 값

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각 그룹의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그리고 제 1,3

분위수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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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그림17]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왼쪽 그래프와 다르게 

스마트워치의 센서 값들이 여러 범위로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손과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림 17] 상자 그림(skeletal box-and-whisker plot): 스마트워치를 

왼손에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왼손과 오른손 각각 사용했을 때 

수집한 방향센서 값들의 그래프 

 
예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어떤 손으로 

사용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때 방향 

센서값의 노이즈(noise)를 줄이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 생성을 위해서(Fujinami & Kouchi, 2013) 1초를 

기준으로 센서값을 윈도윙(windowing)기법을 사용하였다.  

 
-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기울기(pitch) 값의 평균 (2개) 

-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좌우회전(roll) 값의 평균 (2개) 

- 스마트워치의 기울기와 좌우회전의 분산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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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을 구현하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한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웨어(android wear)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하여 데이터의 수집 

하였다. 스마트워치에서 발생한 방향 센서값을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매 0.5초 마다 6개의 값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기울기와 좌우회전 값 그리고 분산 값을 계산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모델(model)을 구축고 어떤 손에 스마트폰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게 하였다.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구동시키기 

위해서 기계학습 방법 중 상대적으로 계산속도가 빠른 결정트리 

학습법(decision tree learning)을 이용하고, 그중 J48 알고리즘 ⑬  을 

사용하여 분류를 하였다. 

 

  

                                            
⑬
 Rjmarsan. 2011. Weka-for-Android. Retrieved August 20, 2015 from 

https://github.com/rjmarsan/Weka-for-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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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3 절 기술적 평가 
 
5.3.1 평가 방법 및 절차 

제안된 시스템의 기술적 평가를 위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16명(남자 6명, 여자 8명, 나이 범위: 21 - 34) 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모두 스마트워치를 착용해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이다. 실험참가자 모두 

오른손잡이이며, 왼손에 스마트워치를 착용시켰다. 사용된 두 디바이스는 

삼성 갤럭시 기어라이브 (스마트워치)와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이다.  

 

자연스러운 스마트폰 사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험참가자에게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주로하는 하는 행위인 읽기, 쓰기, 사진 찍기와 같은 테스크(task) 를 

주었다(Karlson et al., 2006). 예를 들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이메일(email)을 읽는다거나, 문자를 작성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왼손과 오른손 각각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순서는 

실험참가자마다 임의로 조정하였다. 전체 실험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제안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윈도우 크기에 따른 분류기 

성능을 살펴보고, 제안된 결정트리 분류기(J48)가 사용 가능한지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이하 SVM)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후, 샘플의 타당성을 평가해보기 위해서 교차검증을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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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분류기 성능 평가 
센서값을 처리하는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Fujinami & Kouchi, 2013) 윈도우 크기를 4가지로 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확인해보았다. 또한, 결정트리 분류기에 대한 성능을 

SVM과 비교하여 분류기 선택에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진 분류에서 

SVM의 구분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Chang & Lin, 2011; Jannsen, 

2008).  

 

[그림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류기의 성능은 샘플의 크기가 커질 

수록 점점 증가하였다. SVM과 J48 분류기 모두 모든 윈도우 사이즈에서 

97%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모든 샘플(sample)의 크기에서 

SVM의 성능이 J48보다 뛰어났지만, 샘플의 크기가 200개로 가까워 질 

때쯤 두 분류기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구현 가능한 J48 분류기의 성능이 샘플 크기 200에서도 

높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뒤이어 나오는 실험 분석은 모두 샘플의 

크기를 20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8] 윈도우 크키와 분류기의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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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교차 검증 평가 
전통적인 분류기 평가방식인 10-fold 교차검증은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왼손과 오른손을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행태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에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사용자별로 제안된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제안된 시스템이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해도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자별 분류 및 

일반사용자 분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기존의 10-fold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과 결과를 비교해본다(Chen, Grossman, Wigdor, & 

Fitzmaurice, 2014a).  

 

사용자별 분류 평가 (Per User Classifiers) 

사용자별로 변수들이 얼마나 분류기 정확한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Harrison, Schwarz, & Hudson, 2011). 여기서는 각 사용자 

별 데이터를 10-fold 교차검증을 통해서 선택한 변수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 [표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자별 분류(per-

user classifiers)에서는 SVM과 J48에서 모두 96%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일반 분류 평가 (General classifiers) 

샘플 데이터로 만든 분류기 모델이 새로운 사용자에게도 잘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 분류 평가를 진행한다(Harrison et al., 

2011). 일반 분류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실험참가자의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13명의 데이터로 분류모델을 

만든다. 분류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사용자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14명의 사용자를 새로운 사용자로 놓고 각각의 모델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두 분류기 모두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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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가지 평가방식에 따른 분류기 성능평가 

유형 SVM J48 

10-fold 교차검증 

(cross validation) 
99.5% (1.6%) 98.7% (2.2%) 

사용자별 분류  

(Per-user classifiers) 
97.2% (5.6%) 96.1% (6.1%) 

일반 분류 평가 
(General classifiers) 

96.1% (2.2%) 95.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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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4 절 사용자 평가 
 
5.4.1 사용자 평가 절차 

손과 오른손을 구분할 수 있는 본 시스템은 반응형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한 손사용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10명의 사용자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상업제품들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 손 모드용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그림19]는 삼성 갤럭시 노트에서 제공하는 한 손 사용 모드 ⑭ 이다. 

왼쪽은 화면 크기 줄이기 (Reduced Screen) 모드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중간은 한 손 입력(One-handed Input) 모드로 사용자가 한손으로 쉽게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인터페이스는 사이드 

버튼 모음(Side Key Panel)으로 손쉽게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제시된 3가지 기능 

모두 어떤 손을 사용할지에 대한 사용자 지정 또는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하는 손을 바꿀 때마다 사용자 지정 및 설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⑭
 Samsung Support. Galaxy Note 4- What is One Handed Operation and 

How to use it? Retrieved September 10, 2015 from 

http://www.samsung.com/sa_en/support/skp/faq/ 10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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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삼성 갤럭시 노트에서 제공하는 한 손사용 모드: 3종류 

따라서 왼손과 오른손을 자동으로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본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25]과같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한 손사용 모드에 본 시스템을 적용하고 10명의 

사용자로부터 사용성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림 20] 상황 인지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한 손사용 모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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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평가 결과 
총 10명의 사용자로부터 본 시스템이 제안된 3가지 한 손사용 

모드를 경험하도록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참석하였으며, 나이는 21에서 27세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참가자에게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뒤 시스템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니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분히 사용한 뒤 

사용자 경험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본 시스템이 적용된 한 손 모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렇게 손을 미리 인식해서 왼손 또는 오른손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모든 참가자가 동의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바로 들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손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점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들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예를 들어, 한손 모드에서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가는 

단축키가 필요하다고 했다(P6, P10). 게다가 한손모드 입력에서 키보드의 

배열이 왼손 또는 오른손에 맞게 다시 디자인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기존의 백스페이스키와 스페이스바 키는 여전히 누루기 힘들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두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한손 사용에서 

두손 사용으로 넘어가는 단축키나 자동인식 같은 게 있으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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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5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시스템의 강점은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어떤 인터랙션 없이, 

스마트폰이 어떤 손으로 사용될지를 사전에 아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 

손사용 모드에 있어서 매번 사용자가 사용하는 손에 알맞은 조정을 할 

필요없이 사용하는 손에 알맞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손사용 모드와 두 손 사용 모드를 구별 지을 필요가 있다. 

여전히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크기에 따라서 두 손 사용을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한 손 모드에서 두 손 모드로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자동으로 두 손 모드를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그에 알맞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평가 부분에서도 200Hz의 샘플링 속도는 실제 사용에서 

배터리 수명 등 최적화 문제 때문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는 휴리스틱 하게 1초를 기준을 샘플링 단계를 4단계만 살펴 

보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샘플링 속도를 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손에서 다른 위치로 확장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주머니, 가방, 손에서 떨어져 있는 등 다양한 상황에 

놓였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에 알맞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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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6. 1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을 활용하여 멀티디바이스 

인터랙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착용성으로부터 오는 촉감 피드백과 센서를 보행자 길 안내 

인터페이스와 상황인지 인터페이스에 각각 적용하여 멀티디바이스 

인터랙션을 확장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가지 사례연구를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단순히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을 

위한 필수적인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멀티디바이스 인터랙션에서 촉감 피드백을 

활용한 인터랙션 확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연구가 주로 디플레이스의 확장으로 이뤄져왔다면 본 

연구에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 조합이 보행자 길 안내 

인터페이스에 적용되어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으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조합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단순히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상태로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상황인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스마트폰만으로 할 수 없었던 인터랙션 방식을 

스마트워치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인터랙션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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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과 센서의 조합을 통해서 스마트워치의 

사용이 단순히 스마트폰의 보조 디바이스로서가 아닌 새로운 인터랙션을 

위한 필수적인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다수의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 또는 센서를 조합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바일 및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점점 개인이 다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촉감 

피드백 및 센서의 조합을 통해서 기존에 단일 디바이스로 할 수 없었거나 

혹은 제한되었던 인터랙션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멀티 디바이스 인터랙션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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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2 절 한계점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인 착용성을 기반으로 촉감 인터페이스와 센서를 이용한 상황 인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촉감 인터페이스의 경우, 두 디바이스의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이용한 방식에는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패턴의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촉감 피드백의 

조합을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  

 

센서를 이용한 상황인지 인터페이스의 경우, 단순히 보이는 센서의 

현상만 살펴보고, 그 안의 원리를 살펴보지 못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손목과 손의 위치에 따른 디바이스 간의 센서 관계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더욱 견실하고 어떤 자세에서도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에서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가 단순히 손을 

넘어서 사용자의 몸 또는 몸 근처(예, 가방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더욱 

폭넓은 상황인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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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ulti-Device Interaction 
with a Wearable Device 

- Joint Interactions on a Smartwatch and a Smartphone- 
 

Hyunchul Lim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study on mulit-deivce interaction with a wearable 

device. First, we present a new interface that simultaneously utilizes two 

mobile devices, a smartphone and a smartwatch, to provide users with 

intuitive guidance during indoor navigation. We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ual device interaction with the tactile feedback and provide insights for user 

experience via two experiments; one from a controlled environment and the 

other from the field.  

Second, as mobile users often operate their devices with one enhancing 

one-handed interaction, we present a system that 1) automatically detects 

which hand is holding a mobile phone and then 2) enhances user interfaces 

by adapting layouts to left- or right-handed use. For the system, we utilize 

orientation sensors from a smartphone and a smartwatch. The relationship 

of sensor data between two mobile devic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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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system. We evaluated the system in a controlled study with 14 

participants and conducted a user study with 10 participants to receive 

feedback. The accuracy of over 97% and early feedback on the system 

provide useful insights on the design for one-handed interaction.  

We present the core insights and potential design space for developing 

multi-device interaction. 

 

Keywords: smartwatch, smartphone, multi-device interaction, indoor 
navigation, context-aware interface, one-hande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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