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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조작해야 하는 

기기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나 뛰어난 휴대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조절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 또는 오피스 등 

사용자가 특정되는 공간에서는 사물은 그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조절장치를 두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OT 가구 중 무선으로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명을 제스처로 조절하는 장치를 새로 개발하고 이 기기를 

디자인 할 때 고려된 제스처가 조명의 조도의 조절과 조작 

일치감을 가지는 가를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조명조도-제스처 조작 일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종류와 최대 조작 일치감을 보이는 변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발된 장치가 가진 여러 변수 중 일부만을 가지고 

실험하였다. 조명 조도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제스처 조작 

일치감을 추가로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높은 조작일치감을 

위해 추가 실험을 통해 변수의 조합을 통한 조작 일치감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자세한 설명 및 설계도와 소스코드 등 

개발된 기술을 http://umzikim.com 에 공개해두었다.   

 

 

 

주요어 : 제스처, 조작 일치감, 조작감, 조명, 가구 

학  번 : 2012-21063 

  

http://umzi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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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가전이 아닌 사물이 

무선으로 조작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인터렉션의 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카메라를 통한 제스처 인식, 스마트 리모컨 

등의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 중 

조명에 있어 더 높은 조작 일치감을 가지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렉션 방식 및 기술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 조작 일치감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변수을 분석하므로 그 긴밀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사물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조작이 가능해 지면서 

그 중심에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특정 제품 또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조작기구가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보다 조작 일치감과 

편리성에 있어 더 이점이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7 

1.2. 연구의 배경 

1.2.1. 기술적 배경 

 

IOT Intetnet of Thing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컴퓨터 및 가전에 

한정되어있던 HCI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다양한 사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인터넷이 

손안으로 들어오면서 인류는 사물의 무선 조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았다.  

 

그 중 이미 가구와 가전의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명 인터렉션 분야에 있어서는 빠른 발전이 있어왔다. 

이는 저전력 장수명 조명인 LED의 발전과 그 흐름을 

같이하였다.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면서 고효율과 직결된 낮은 

방열로 조명 분야는 다양한 형태로 실험과 변화가 이뤄졌다.  

 

유럽의 필립스사는 장시간 사용가능하다는 특성을 살려 

무선통신 wifi를 탑재한 전구 HUE를 출시하기도 하였는데 

총천연색으로 색의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로 인해 

가변저항의 변화를 주어 조명의 조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던 조명의 조절은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조절 장치로 제스처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Google과 Samsung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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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사용할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Ruiz., 2011, Olivarez-Giles, 2012). 

 

 

1.2.2. 학문적 배경 

 

인간은 사물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해하고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다이얼 등의 조정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그 결과값을 예측하며 이를 작동시킨다. 또한 이에 대해 

통계적인 일관성이 있으면 이를 집단 고정관념(population 

stereotype)이라 하고, 표시/ 조작장치의 운동방향이 

스테레오타입(stereotype)과 일관성이 있으면 이를 

양립성(compatibility)이 높다고 말한다. (Bridger, 1995). 

그러므로 양립성이란 조작부를 조작함에 따라 기대하는 

변화값과(human expectations) 실제 피조작부의 변화가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Sanders &McCormick, 

1992).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Norman, 1998), 그 수준이 학습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함을 

강조한다.(Buxton, 1995) 이러한 이유로 기기 조작에서 



 

9 

오류를 방지하고 조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립성을 

연구하고 이는 곧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표시/조정장치의 설계에 있어, 인간의 기대를 만족하는 설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공학의 응용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Courtney, 1994)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 제스처 개발로 이어지고 있기에(Hummels & Stapers, 

1998). 다양한 장치가 개발되는 시기에 본 연구는 조작 

양립성 연구를 기반으로 한 조작 일치감에 대한 연구로  

제스처의 조작 일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값을 찾아보는 과정을 

보이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1.3. 현황 분석 

 

제스처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들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제스처에 대한 연구는 특히 스마트 TV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이것은 집안에서는 

스마트 TV가 가장 노출이 많은 미디어 인터페이스라는 

인식에서 기인하였다. 다수의 연구가 TV가 집안에서의 

인터페이스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결론지었다. 이는 유저의 

입장에서 입력과 출력 장치가 TV라는 하나의 미디어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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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V라는 거대한 출력장치는 출력 인터페이스로는 

가정의 중심에 있으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수 많은 입력장치가 집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조절하고 싶은 장치가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많은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점과 조절하려는 제품과 같은 wifi 

연결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2015년 현재 유수의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장치를 선보이고 있다. 필립스사도 HUE를 

발표한지 2년만에 새로운 입력장치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형화에 집중한 나머지 인터페이스 장치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가전업체가 전통적으로 무선 조절장치를 리모콘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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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실험장치를 고안하고 이를 통하여 제스처의 

진일보한 조작 일치감 연구 방법론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안된 조명 조절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설명을 2장에 기술하였다. 사용된 코드 중 

실험에 소개된 내용을 부록에 첨부한다. 

위의 단계를 거치며 일치감 연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배제하고자 설계 변수를 고정하기 위한 반복된 작은 실험들이 

있었으며 2장에 본 내용들이 일부 소개되어 있다. 이어지는 

3장부터 2장에 소개된 장치로 이루어진 실험과 그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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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명 조절 제스처의 조작 일치감 실험기구의 설계  

2.1. 소개 

2.1.1. 설계방법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조명 조절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높은 조작 일치감을 보이며 어떠한 물리적 변수가 조작 

일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다. 더욱이 개발된 제스처 

인터페이스로 조작 일치감의 민감도를 측정하여 물리적 

변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하게 되어 실험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스처 입력 디바이스 (입력장치)의 조작 변수는 손의 위치, 

속도, 가속도로 조명장치 (출력장치)의 변수는 조도의 조절 

속도와 조절 딜레이를 설정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조작 

일치감을 피실험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변수에 따른 조작 일치감을 높아지는 정도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인 데이터로는 HUE의 공식 조작 

앱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제스처의 조작 일치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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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명 장치의 소개 

 

실험에 사용된 조명 장치는 필립스사의 HUE 제품1이다. WIFI 

연결을 통해 무선으로 조명의 on/off, 조도(최대 백열전구 

100W급), 색상(천연색)으로 조절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실험에 사용된 종류는 E26 표준의 백열전구를 대체하는 

제품이다. 본 실험에서는 조도를 조정하는 조작 일치감에 대한 

연구로 조명의 색상은 필립스에서 디폴트 값으로 지정하는 색 

온도 4000k의 warm white 색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 중간의 제품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1 아래 링크에서 소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http://www2.meethue.com/ko-

kr/hue-%EC%86%8C%EA%B0%9C/%EC%8B%9C%EC%9E%91%ED%95%

98%EA%B8%B0/ 

http://www2.meethue.com/ko-kr/hue-%EC%86%8C%EA%B0%9C/%EC%8B%9C%EC%9E%91%ED%95%98%EA%B8%B0/
http://www2.meethue.com/ko-kr/hue-%EC%86%8C%EA%B0%9C/%EC%8B%9C%EC%9E%91%ED%95%98%EA%B8%B0/
http://www2.meethue.com/ko-kr/hue-%EC%86%8C%EA%B0%9C/%EC%8B%9C%EC%9E%91%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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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고안된 제스처 디바이스의 소개 

 

HUE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조정할 수 있게 판매되며, 추가적인 앱 또는 

하드웨어 서드파티 제작을 위해 그 조작 API를 제공하고 

있다. 본 실험은 이 API를 사용하여 HUE를 조절하는 

하드웨어로서의 조도 조절장치를 제작하고 그 변수를 

조절하여 조작 일치감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다. 2
  

                                           

2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개발과정과 도면,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된 기술을 

http://umzikim.com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umzi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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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절 장치의 변수  

2.2.1. 장치의 물리적 특성  

 

[그림 2] 제작된 장치 

가. 장치의 높이 

 본 장치는 상하로 팔을 흔드는 제스처를 통해 조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최대높이가 <그림 참조> 성인의 어깨 높이 

이상 이며 최저점은 장치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 손이 쉽게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을 통해 에서 장치의 최소 필요 높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430mm에 더불어 설계상 

최소단위인 “10cm”를 고려하여 500mm로 본 장치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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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팔,손의 길이와 장치 사이즈 

2010년 기준 남성 나이 30-343 

손 길이 (하위 95분위) 197mm 

팔 길이 (상위 95분위) 630mm 

 

장치의 최소길이 430mm 

실제 장치의 길이 500mm 

표 1 

                                           
3 사이즈코리아 제공 6차 조사 2010년 자료 기준 http://siz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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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치의 너비  

본 장치는 두 개의 바 가운데로 손이 들어오게끔 설계 

되어있다. 이는 조작하려는 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손을 

세로방향이 아닌 가로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며 이를 확인하며 제작을 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최종 실험 장치를 사용한 피실험자의 

95%가 별도의 사용 설명 없이 손을 세로방향이 아닌 

가로방향으로 시도함을 확인하였다.4  

 

2.2.2. 고안된 장치와 조명HUE과의 관계 

가. 장치에서 설계 시 고려된 변수의 종류 소개 

본 장치는 근골격계의 활용 측면에서 최대한 단순한 한가지 

제스처를 설정하여 제스처의 물리적 특성으로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손의 방향을 센싱할 수 있게 제작되어 피조절 장치인 

HUE 조명을 조절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조작 일치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고안되었다.  

 

손의 방향을 센싱하는 이유는 HUE가 천연색의 색상 

조절기능이 있어 손을 세로로 하여 아래위로 하면 색의 

                                           
4 아울러 본 장치는 손을 세로로 두고 팔을 흔들 경우는 색의 온도가 변하도록 

제작하였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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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3000K에서 6000K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다만 본 실험에서는 손을 가로로 하고 손을 어깨, 팔꿈치 

관절을 통해 상하로 흔들어 조도를 조절할 때의 조작 

일치감이 높아지는 변수를 찾는 것으로 제한하여, 손의 방향을 

센싱하는 기능을 제거하고 속도와 가속도만 측정하도록 

기능을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 HUE의 특성 분석과 실험을 위한 문제점 해결 

조명장치는 HUE bulb 타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대 

밝기가 백열전구 100W에 준한다고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256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본래 HUE는 단계가 

변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명이 조절된다. 이가 조작 

만족감을 측정 지표로 삼는 조작 일치감 실험에 방해 요인이 

되어 5  개발된 소프트웨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이 

눈에 들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부드럽게 조절되도록 조명 밝기 

변화의 딜레이를 조절하였다.   

                                           

5 깜박거리는 듯이 단계적으로 조명이 조절되는 경우 조작 일치감의 판단 기

준인 조작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져 이를 개선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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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실험의 소개 

3.1.1. 실험의 가정과 방법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2] 실험의 간략한 소개 

실험의 가정 :  

나머지 변수는 완전히 동일하고 하나의 변수를 조정한 

장치를 다수 준비하고 한번에 서로 다른 두개 장치의 조작 

일치감을 비교하면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설정값이 

통계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1. 각자 설정이 다른 두 개의 장치를 두고 조명을 조작한다. 

2. 양쪽 중 어떤 것이 더 조작이 예상하는 바와 실제 

조작과의 일치감6이 높은지를 고르게 한다.  

3. 설정을 바꾸고 이를 반복한다.  

  

                                           
6 이를 이후 조작 일치감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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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화 척도가 아닌 비교를 통해 조작일치감을 판단하게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이유로 한다. 3명의 

동일 실험자가 하루 간격으로 4개의 고정된 설정에 대하여 

조작일치감 7점 척도조사를 진행하였다. 설정값의 순서는 

랜덤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실험자가 점수화된 척도로 이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실험자의 조작 일치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조작일치감의 정도를 명확히 점수로 표현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 판단하였으며 실험장치의 특징이 변수를 각 

독립적으로 손쉽게 조정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실험하려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전부 고정으로 단일 변수에 

대한 조작 일치감 수준을 비교평가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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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에 사용된 설계변수 

 

고안된 장치는 손의 속도와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를 무선으로 연결된 HUE 조명의 

조도와 연동하여 조절하도록 만들어졌다. 7   다만 본 

실험에서는 조명이 실험 중 쉽게 꺼지거나 색온도가 변하는 

것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on/off 기능과 색온도 

조절 기능을 제외한 상태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실험은 이중에서도 속도 변화만을 반영하여 조도를 변화 

시키는 것으로 실험을 단순화하였다.  

                                           

7 본 장치가 제스처 디바이스라는 점 때문에 실험의 시해를 위해 동영상링크

를 첨부하였다.  

https://www.dropbox.com/s/zwfpb80y5za2t16/IMG_2379%5B1%5D.MOV?

dl=0 

위 링크를 통해 본 제스처 디바이스의 사용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동

영상은 조작감에 있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조절 변수를 반영한 상태이다. 

그 상태의 값은 아래 결과부분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또한 본 영상은 2장에서 기술한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본 실험과 같은 방법

으로 진행된 색온도 on/off 에 있어서의 실험결과값을 반영한 상태이다.  

https://www.dropbox.com/s/zwfpb80y5za2t16/IMG_2379%5B1%5D.MOV?dl=0
https://www.dropbox.com/s/zwfpb80y5za2t16/IMG_2379%5B1%5D.MOV?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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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변수의 조정  

3.2.1. 속도와 조도 변화량의 관계 

 

손의 속도와 조도 변화량의 관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보일 수 있다.    

a  

[그림 4] 조도변화량 / 속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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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그래프의 종류 선정 

 

본 실험의 목표는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제스처입력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2차원 조작에 있어 제스처의 물리적 

특성 중 속도에 따른 조작 일치감을 확인하고 그 최적값을 

찾는데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가)형 (나)형 (다)형을 기본 비교하고 

그 중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한 실험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방식은 변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배제해야 한다.  

 

이에 각 방식에 대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기구를 

재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실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복잡도가 높은 방식을 다시 배제하였다. (나)형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변수가 3가지로 배제하였다. (다)형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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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나)형의 변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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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선정된 그래프의 변수 

 

선정된 두 (가) (라) 두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 하나의 

변수만을 가진다.  

 

 

[그림 6] 선정된 방식의 변수 

 

 

항상 손을 장치의 최고점에서 최하점으로 또는 반대로 

이동하며 조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조절 방식은 아래 

그래프와 간은 특성을 가지고 조명을 조절하게 된다. 

(라)방식에서 한번 조절할 때 손의 속도는 1초간의 

평균속도로 계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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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조도 변화량과 손의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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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의 진행 

3.3.1. 실험에 사용된 변수 

 

(라)형에서 손의 실제 속도를 기술 하는 것보다 실험장치에서 

이를 반영하는 코드상의 변수를 소개한다. 볼드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속도를 (라)형을 제어하는 부분이다. 이 

값을 velocity * 20, 40, 60 ,80, 총 4가지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형의 경우의 adder = velocity * #; 를 adder = #; 

수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표 3] 실험의 사용된 코드 중 속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read average[] variable and calculate velocity 

void velocity_calculation(){ 

   

  flag = 0; 

  last_average = 0; 

  first_average = 0; 

  last = 0; 

  first = 0; 

   

  for(int i = 0; i < 6; i++){ 

     

    if(average[i] != (-1)){ 

       

      if(flag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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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 i; 

        first_average = average[i]; 

        flag = 1; 

      } 

      else{ 

        last = i; 

        last_average = average[i]; 

      } 

     

    } 

   

  } 

   

  //if average is checked only one time 

  j = 0; 

  for(int k = 0; k < 6; k++){ 

     

    if(average[k] != (-1)){ 

       

      j++; 

     

    } 

   

  } 

   

 

  if((j == 1)){  //which means average is checked only one 

time 

     

    velocity = 0;  

    //Serial.println("average is checked once"); 

  } 

   

  //if average is checked twice or more times 

  else{ 

   

    velocity = (last_average - first_average)/(last - first); 

    velocit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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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ial.print(velocity); 

  //Serial.print("/////"); 

 

} 

 

/////////////////////////////////////////////////////////////////////////////////

/////////////////////////////////////////////////////////////////////////////////

///////////////////////////////////////// 

//make http request to the hue bridge 

void httprequest(float velocity, float sensor_count){ 

   

  String front; 

  String rear; 

  String command; 

   

  if(sensor_count == 1 ){ 

     

    adder = velocity * 40; 
    bri += adder; 

    if(bri > 255){ 

      bri = 255; 

    } 

    if(bri < 0){ 

      bri = 0; 

    } 

     

    String bri_s = String(bri); 

     

    front = String("curl -X PUT -d '{\"bri\":"); 

    rear = String("}'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command = String(""); 

    command += front; 

    command += bri_s; 

    command += rear; 

    p.runShellCommandAsynchronously(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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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 nothing until the process finishes, so you get the 

whole output: 

    //while(p.running());   

    //Serial.println(command); 

  } 

  else{ 

     

    adder = (-50)* (velocity); 

    ct += adder; 

    if(ct > 500){ 

      ct = 500; 

    } 

    if(ct < 153){ 

      ct = 153; 

    } 

   

    String ct_s = String(ct); 

   

    front = String("curl -X PUT -d '{\"ct\":"); 

    rear = String("}'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command = String(""); 

    command += front; 

    command += ct_s; 

    command += rear; 

    p.runShellCommandAsynchronously(command); 

   

    //do nothing until the process finishes, so you get the 

whole output: 

    //while(p.running());   

    //Serial.println(comm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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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실험의 순서 

가. 각 방식 별 실험  

 

[표 4] 실험의 순서 

 

1. 각 변수가 다르게 설정된 장치 두 개를 준비한다. 

피실험자는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준비한다.  

2. 피실험자는 손을 휘둘러 보며 두 장치를 비교해보며 

조명을 조절해본다.  

3. 조작일치감이 더 좋다고 판단되는 장치를 고른다.  

4. 변수를 바꾸고 이를 다시 수행한다.  

5. 이를 겹치지 않게 총 6번 수행하면 4가지에 대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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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실험 단계별 결과 

4.1.1. 1차 실험 

 

실험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2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라)형 1차 실험의 순위도 

순위  

조작일치감 높은 순으로 

인원수 

 

40 20 60 80 

40 60 20 80 

40 20 80 60 

40 60 80 20 

60 40 20 80 

60 40 80 20 

 

 

6 

7 

2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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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2차 실험  

 

(라)형에서 20 40 60 80 의 값 중에서는 설정값을 40으로 

가지는 것이 조작 일치감이 가장 높았다. 이를 다시 좁게 30 

40  50 으로 하여 더 좁은 범주에서 설정값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표 6] (라)형 2차 실험의 순위도 

순위  

조작일치감 높은 순으로 

인원수 

 

40 30 50 

40 50 30 

30 40 50 

 

1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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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3차 실험  

 (라)형에서 30 40 50 의 값 중에서는 설정값을 40으로 

가지는 것이 조작 일치감이 가장 높았다. 이를 다시 좁게 35 

40 45 으로 하여 더 좁은 범주에서 설정값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표 7] (라)형 3차 실험의 순위도 

순위  

조작일치감 높은 순으로 

인원수 

 

40 35 45 

40 45 35 

35 40 45 

35 45 40 

45 40 35 

 

 

8 

3 

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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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의 분석 

 

각 설정값을 별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고 검정을 위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설정값에 대해 차이를 느끼는 지를 검정해보고자 한다.  

 

[표 8] (라)형 3차 실험의 개별 우위순서 

우위순서 인원수 

 

40 > 35 

35 > 45 

40 > 45 

 

 

12 

16 

17 

 

 

위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ㄱ. 설정값 40과 35에 차이가 없다.  

ㄴ. 설정값 35와 45에 차이가 없다.  

ㄷ. 설정값 40이 45에 비해 조작 일치감이 높다.  

이 결과값을 통해 설정값의 인체 인지 범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과 ㄱ.를 통해 35~40의 범주에서는 설정값에 따른 

차이를 인지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 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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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사이에서는 설정값에 따른 차이를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ㄷ.가 이제 35와 45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이 범주의 차원에서 데이터를 해석할 때 결과 c.와 충돌함을 

알 수 있다. 8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결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8 A = B < C = A 의 형식을 띄고 있다. 단, 차이가 없다는 것과 = 

기호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보이기 위하여 기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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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가실험-(가)형과의 비교 

4.3.1. 소개 

 

(라)형의 설정값 40을 기준으로 삼아 5개의 각기 다은 값을 

가진 (가)형과 같은 방식으로 대조하여 보았다. 그 값은 20 

40 60 80 100 으로 하였다.  

본 실험의 피실험자는 20대 후반의 8명이었다 

 

 

4.3.2. 실험데이터 및 분석 

 

피실험자 전원이 전원 (가)형의 모든 주어진 설정값에 대해서 

(라)형 설정값 40을 더 조작일치감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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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실험 결과 해석 

 

본 실험은 1개 변수를 가지는 피조절장치를 조절하는 물리적 

1차원적 제스처를 유도, 센싱하는 조절장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여기서의 피조절장치는 조명이었다. 

 

이제까지의 제스처 리딩 장치가 카메라 형인 점 그리고 

제스처의 종류의 조작 일치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에 제스처의 물리적 특성이 조작 일치감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했다. 이러한 연유로 

이 새로운 조절장치는 조작 일치감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필요했다.  

 

조절장치를 개발하는 때부터 제스처 사용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팔을 흔드는 수준의 1차원적 

조절장치를 디자인하였으며 제스처를 이렇게 매우 

제한함으로써 변수를 독립적으로 조작하며 그 조작감-

조작일치감을 확인하는데 용이하였다.  

 

이를 이점으로 위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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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설정으로 변수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은 용이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실험의 결과로 위에 소개된 (라)형의 35~45 의 속도 

값이 설정된 경우에 높은 조작 일치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점점 그 범주를 좁혀가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행하여 그 해석과 논의가 

필요했기에 아래 기술하였다.  

  

ㄱ. 인체의 인지 범주의 한계 

설정값 기준 5~10단위 범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3차 실험 기준인 5라고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35 40 45 중 10 차이가나는 35와 

45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 40과 45 5단위의 차이가 

나는 지점을 구분하였으나, 35와 40 5단위 차이는 차이가 

없다고 판하였다.  

ㄴ. 실험 변수 자체의 한계 

다만 2차 실험에서 30 40 50 의 지점에서는 10 단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아 35와 40 사이에 최고점이 

있고 이로부터 멀어지면서 조작일치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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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의 필요  

P 값을 다시 확인해보면 35 > 45 가설에 대해 0.042 로 

0.05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점을 보아 수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확보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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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기대효과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그간 복잡도가 높은 

사물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 왔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의 

발전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집 

또는 오피스처럼 사용자와 사물이 고정적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동시에 인터페이스 장치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치의 조작 일치감을 높게 하는 물리적인 

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 장치의 직접 개발을 동반하여 입력단과 

출력단 각각에서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변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작하며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작 

일치감에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의 조절되는 속도, 손의 가속도, 속도, 

위치 등의 이러한 변수에 속한다.  

 

또한 본 조작 장치는 추후 TV, 블라인드 등 1차원의 조작 

변수를 가진 사물과의 조작 일치감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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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소스코드  

 

#include <Process.h> 

#define number_of_sensors 44 

#define input_pin 8 

 

//declaration of global variables 

Process p; 

int sensor[number_of_sensors]; 

int pin[6]; 

int count[6]; 

float average[6]; 

float total_average; 

int j; 

int flag; 

int bin = 0; 

float sum = 0; 

int sensor_count = 0; 

int bri = 127; 

int ct = 153; 

float velocity = 0; 

int first; 

int last; 

float first_average; 

float last_average; 

float buffer_of_average = 0; 

int marker = 0; 

float 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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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buffer_of_sc; 

int buffer_of_lc; 

int sc; 

int lc; 

 

/////////////////////////////////////////////////////////////////////

/////////////////////////////////////////////////////////////////////

///////////// 

//setup function 

void setup() { 

   

  pin[0] = 2; 

  pin[1] = 3; 

  pin[2] = 4; 

  pin[3] = 5; 

  pin[4] = 6; 

  pin[5] = 7; 

   

  pinMode(input_pin, INPUT); 

  pinMode(2, OUTPUT); 

  pinMode(3, OUTPUT); 

  pinMode(4, OUTPUT); 

  pinMode(5, OUTPUT); 

  pinMode(6, OUTPUT); 

  pinMode(7, OUTPUT); 

  pinMode(9, OUTPUT); 

   

  tone(9, 38000); 

  Bridge.begin();   // Initialize th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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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begin(9600);   // Initialize the Serial 

 

  // Wait until a Serial Monitor is connected. 

  //while(!Serial); 

   

  sensor_error_check(); 

   

  initialize_complete(); 

 

} 

 

/////////////////////////////////////////////////////////////////////

/////////////////////////////////////////////////////////////////////

///////////////////////////////////////////////////////////////// 

//main function 

void loop() { 

    

    sensorcheck(); 

     

    velocity_calculation(); 

     

    count_calculation(); 

     

    //count_rise_check(); 

     

    hue_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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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an sensors six times and fill average[] and count[] array 

void sensorcheck(){ 

        

    for(int i = 0; i < 6; i++){ 

 

      sum = 0; 

      sensor_count = 0; 

   

      for(bin = 0; bin < number_of_sensors; bin++){ 

       

         if(sensor[bin]){ 

            

           setpin(0b111111); 

           setpin(bin); 

           delayMicroseconds(350); 

     

            

           if(digitalRead(8)){  //something detected by a sensor 

         

             sum += bin; 

             sensor_cou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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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t[i] = sensor_count; 

      ////Serial.println(count[i]); 

       

      if(sensor_count == 0){  //nothing detected at scanning 

         

        average[i] = -1; 

       

      } 

      else{  //something detected at scanning 

         

        average[i] = sum/sensor_count; 

         

         

        //saturation 

        if(average[i] > 38){ 

          average[i] = 39; 

        } 

        if(average[i] < 5 && average[i] > (-1)){ 

          average[i] = 4; 

        } 

         

        //Serial.println(average[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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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ad average[] variable and calculate velocity 

void velocity_calculation(){ 

   

  flag = 0; 

  last_average = 0; 

  first_average = 0; 

  last = 0; 

  first = 0; 

   

  for(int i = 0; i < 6; i++){ 

     

    if(average[i] != (-1)){ 

       

      if(flag == 0){ 

        first = i; 

        first_average = average[i]; 

        flag = 1; 

      } 

      else{ 

        last = i; 

        last_average = average[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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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average is checked only one time 

  j = 0; 

  for(int k = 0; k < 6; k++){ 

     

    if(average[k] != (-1)){ 

       

      j++; 

     

    } 

   

  } 

   

  if((j == 1)){  //which means average is checked only one time 

     

    velocity = 0;  

    //Serial.println("average is checked once"); 

  } 

   

  //if average is checked twice or more times 

  else{ 

   

    velocity = (last_average - first_average)/(last - first); 

    velocity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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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velocity); 

  //Serial.print("/////"); 

 

} 

 

/////////////////////////////////////////////////////////////////////

/////////////////////////////////////////////////////////////////////

///////////////////////////////////////////////////////////////// 

//make http request to the hue bridge 

void httprequest(float velocity, float sensor_count){ 

   

  String front; 

  String rear; 

  String command; 

   

  if(sensor_count == 1 ){ 

     

    adder = velocity * 40; 

    bri += adder; 

    if(bri > 255){ 

      bri = 255; 

    } 

    if(bri < 0){ 

      bri = 0; 

    } 

     

    String bri_s = String(bri); 

     

    front = String("curl -X PUT -d '{\"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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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 = String("}'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command = String(""); 

    command += front; 

    command += bri_s; 

    command += rear; 

    p.runShellCommandAsynchronously(command); 

   

    // do nothing until the process finishes, so you get the whole 

output: 

    //while(p.running());   

    //Serial.println(command); 

  } 

  else{ 

     

    adder = (-50)* (velocity); 

    ct += adder; 

    if(ct > 500){ 

      ct = 500; 

    } 

    if(ct < 153){ 

      ct = 153; 

    } 

   

    String ct_s = String(ct); 

   

    front = String("curl -X PUT -d '{\"ct\":"); 

    rear = String("}'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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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 String(""); 

    command += front; 

    command += ct_s; 

    command += rear; 

    p.runShellCommandAsynchronously(command); 

   

    //do nothing until the process finishes, so you get the whole 

output: 

    //while(p.running());   

    //Serial.println(command); 

  } 

   

} 

 

/////////////////////////////////////////////////////////////////////

/////////////////////////////////////////////////////////////////////

///////////////////////////////////////////////////////////////// 

//off light and wait until on signal 

void off(){ 

   

  String bri_s = String(bri); 

  String front; 

  String rear; 

  String command;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false,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while(p.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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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500); 

   

  while(1){ 

    sensor_count = 0; 

    sum = 0; 

   

    for(bin = 0; bin < number_of_sensors; bin++){ 

      if(sensor[bin]){ 

      setpin(0b111111); 

  

      setpin(bin); 

      delayMicroseconds(350); 

     

        //hand is detected 

        if(digitalRead(8)){ 

          sum += bin; 

          sensor_count++; 

        } 

       

      } 

 

    } 

   

  total_average = sum/sensor_count; 

  //Serial.println(total_average); 

   

  if(buffer_of_average > total_averag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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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 

   

  buffer_of_average = total_average; 

   

  } 

   

    front = String("curl -X PUT -d '{\"on\": true, \"bri\":"); 

    rear = String(",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command = String(""); 

    command += front; 

    command += bri_s; 

    command += rear; 

    p.runShellCommand(command); 

    while(p.running()); 

 

} 

 

/////////////////////////////////////////////////////////////////////

/////////////////////////////////////////////////////////////////////

///////////////////////////////////////////////////////////////// 

//scan sensors two times and check disabled sensors 

void sensor_error_check(){ 

   

  for(int i = 0; i < 2; i++){ 

 

    for(bin = 0; bin < number_of_sensors;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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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pin(0b111111); 

      delay(1); 

      setpin(bin); 

      delayMicroseconds(400); 

       

      if(digitalRead(input_pin)){ 

        sensor[bin] = 0;//sensor is disabled 

        //Serial.println(bin); 

      } 

      else{ 

        sensor[bin] = 1;//sensor is working 

      } 

       

    } 

   

  } 

   

} 

 

/////////////////////////////////////////////////////////////////////

/////////////////////////////////////////////////////////////////////

///////////////////////////////////////////////////////////////// 

//blink two times 

void initialize_complete(){ 

   

  delay(15000); 

   

  for(int i = 0; i < 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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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false,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while(p.running()); 

    //Serial.println("off"); 

    delay(500);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true, \"bri\": 127, 

\"ct\": 153,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while(p.running()); 

    //Serial.println("on"); 

    delay(500); 

   

  } 

   

} 

 

/////////////////////////////////////////////////////////////////////

/////////////////////////////////////////////////////////////////////

///////////////////////////////////////////////////////////////// 

//read bin value and set digital out pins as binary bin number 

void setpin(int bin){ 

   

  for(int i = 0; i < 6; i++){ 

    if(((1 << i) & bin) != 0){ 

      digitalWrite(pin[i], HI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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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digitalWrite(pin[i], LOW); 

    } 

  } 

 

} 

 

/////////////////////////////////////////////////////////////////////

/////////////////////////////////////////////////////////////////////

///////////////////////////////////////////////////////////////// 

//color temperature control mode 

void ct_control_mode(){ 

   

  //Serial.println("Color temperature control mode");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false,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String bri_s = String(bri); 

  String front; 

  String rear; 

  String command; 

  front = String("curl -X PUT -d '{\"on\": true, \"bri\":"); 

  rear = String("}'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command = String(""); 

  command += front; 

  command += bri_s; 

  command +=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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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nShellCommand(command); 

   

  /*httprequest(1, 1); 

  delay(200); 

  httprequest(-2, 1); 

  delay(200); 

  httprequest(1, 1); 

  delay(200); 

  */ 

   

  while(1){ 

     

    sensorcheck(); 

     

    velocity_calculation(); 

     

    count_calculation(); 

     

    count_rise_check(); 

     

    if((marker == 1) && ( abs(velocity) < 0.5)){ 

       

      /*httprequest(1, 1); 

      delay(200); 

      httprequest(-2, 1); 

      delay(200); 

      httprequest(1, 1); 

      delay(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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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false,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true, 

\"transitiontime\": 0}'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return; 

     

    } 

    

   if(average[0] + average[1] + average[2] + average[3] + average[4] 

+ average[5] == (-6)){ 

      

     //Serial.println("ct_control_mode nothing detected"); 

    

   }else{ 

     

     httprequest(velocity,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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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unction decide which command to control hue 

void hue_control(){ 

   

  if(average[0] + average[1] +average[2] +average[3] +average[4] 

+average[5] == (-6)){ //nothing detected 

         

      //Serial.println("Nothing detected"); 

       

      return; 

       

  } 

   

  if(velocity > 5){ //highest brightness 

     

          p.runShellCommand("curl -X PUT -d '{\"on\": true, \"bri\": 

255}' http://192.168.0.3/api/newdeveloper/lights/5/state"); 

          while(p.running()); 

          //Serial.println("Highest Brightness"); 

          bri = 255;      

      

         return; 

   

  } 

 

  if(velocity < (-5)){ //off 

       

      //Serial.println("off");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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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 

   

   httprequest(velocity, sensor_count); //normal detection 

 

} 

 

/////////////////////////////////////////////////////////////////////

/////////////////////////////////////////////////////////////////////

///////////////////////////////////////////////////////////////// 

//this function check if hand is changed horizonal to vertical 

void count_rise_check(){ 

   

  if(buffer_of_sc < 3){ 

    buffer_of_sc = 3; 

  } 

   

  if((lc / buffer_of_sc) > 1.7){ 

    marker = 1; 

  } 

  else{ 

    marker =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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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unction calculate minimum count and maximum count of each 

array 

void count_calculation(){ 

   

  sensor_count = 0; 

   

  for(int i = 0; i < 6; i++){ 

    if(count[i] > 6){ 

      count[i] = 1; 

    } 

    else{ 

      count[i] = 0; 

    } 

  } 

   

  for(int i = 0; i < 6; i++){ 

    sensor_count += count[i]; 

  } 

   

  if(sensor_count > 3){ 

    sensor_count = 0; 

  } 

  else{ 

    sensor_count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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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f Compatibility on 

Interaction with IOT Furniture. 

- Controlling Lighting with Gesture - 

 

Jaehyuk Yang 

Human Factors,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develops, we are now 

living in a society where we would handle numbers of devices, 

however, smart phones have the great portability thus, it is  the 

solutions for this matter; smartphones are suitable for remote 

controlling IOT devices.  

However, in some particular places such as home or office which 

are user specified areas, should need a special control device in 

order to increase usability. In this experiment, we wonder could 

IOT furniture control illumination through wireless by a gesture 

with compatibility. Through the result we could find variables in 

both control compatibility and control consentience. 

This experiment was only done by some of devices with the 

variables, we are going to research more about not only the 

illumination but also the control compatibility with the variables. 

In order to enhance the control sync. We better research more 

on variables with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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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print and source code used in this research are detailed in 

this link  

 

http://umzikim.com 
 

 

Keywords : Gesture, IOT, Compatibility, Control 

Student Number : 2012-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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