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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표방하며 미래 전투원의 모습으로

부대원 개인간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GPS를 비롯한 각종 센서를

활용한 거리 및 방향 측정, 헬멧 기반의 영상처리 장치를 활용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반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모습

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 활용행태와는 간극이 크며,

하드웨어 중심의 개념적 연구에 그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적을 앞둔 전투원의 특성상 전장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적을 찾고 제압하기 위해 빠르고 직관적인 정보소통은 생존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적을 찾고 격멸하는 수색/

정찰의 행동에서 전투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활용 가능한 정

보를 선별하고 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단 탐색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주요 동기이다.

이와 관련 개인용 정보시스템으로 즉각 활용할 만한 수단을 탐

색함에 있어, 최근 도입된 군용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중 저렴하

고, 착용이 간편한 스마트 워치가 개인부대원에게 도입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스마트 워치 사용행태와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감각양식을 통해 간단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점

을 미루어볼 때, 스마트 워치를 중점으로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적을 대면한 소부대 개별 전투원의 기본 임무인 수

색/정찰에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하였다. 경험과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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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숙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색정찰간 필요한

정보요구 5가지를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워치로 구현 가

능한 정보를 선별한 결과, 행동정보와 상태변화정보의 2가지 분류

와 각각에 속한 총 7가지 정보를 선별하였다.

또한 두 차례 실험을 통해, 인지 가능한 주변시각과 촉각을 선

별 후 두 감각을 모두 활용한 멀티모달 기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였다. 그 후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현역/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용

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측정, UBS, SUS평가를 통한 정

량적, 정성적 결과로 수색정찰 활동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보시

스템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용성 평가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

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점으로 1) 2∼3개의 촉각 패턴을 활용하여 잠깐 느

끼거나, 중간부터 느껴도 구별 가능하도록 단순화가 필요하며, 2)

행동유도성이 높은 표현을 위해 실제 군에서 사용 중인 구호나,

명령 체계를 이미지화 하여 활용하고, 3) 위급한 상황이나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정보 표현의 위계 구분을 통해 더 빠르고 쉽게 활

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정보적 관점에서 군 활동에 필요한 정보 유형을 분석하

고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 원칙을 바탕으로 적용하여 공학적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워치를 통한 개별 전투원의 정보 시스템을 제안함으

로 융합적 의의와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스마트워치, 판단지원,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학 번 : 2016-2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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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우리 군이 기획하는 미래병사체계는 개인 전투원의 완벽한 정보 소통

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 연구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 부대원

개인간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GPS를 비롯한 각종 센서를 활용한 거리

및 방향 측정, 영상처리 장치를 활용한 무선으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체계를 그리고 있다.(채제욱 등, 2014)

그러나, [그림1]과 같이 단계별 기술 구현과 하드웨어 스펙 위주의 개

발에 전념하고 있어, 전투원간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통할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의 연구나 개발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림1] 미래 병사 체계도-
1단계 모듈 통합형(좌측), 2단계 일체 통합형(우측)

이런 까닭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전투원의 정보 소통은 미래

병사체계와의 간극이 크다. 현재 소부대의 개별 전투원 정보 소통은 그

림 2와 같이 지휘자 중심으로 수직적,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아날로

그 방식의 음성, 수신호 형태로 개별 전투원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

이다(진학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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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기존 소부대 전투원의 수직적, 제한적 정보활동

현재의 지휘자가 가진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에 비해, 개별 전투원에

게 전달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지휘자는 휴대용 상황판이나 테블릿 형

태의 단말을 활용하여, 지도 위에 얹혀진(layering) 정보를 주로 활용한

다. 그 내용은 사전에 획득한 적 위험지역 및 이동로 등의 정보와 유/무

선 통신을 통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예하 부대원들과의 음성이나 수신호 등의 소통만으로는 비슷한

해상도의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고, 변화무쌍한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

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수기신호나 음성 위주의 수단은 과거의 전선을 형성하고

주요 고지와 거점을 사수하기 위해 같이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했던 것에

는 적합했으나, 시가전 위주의 복잡해진 전투공간의 변화는 또 다른 정

보 소통 방식을 위한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박헌옥, 2002).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즉각 활용 가능한 정보소통 수단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첫째, 지휘자만이 아닌 개별 전투원

이 활용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 필요하다. 채제욱 등(2014)은 현대전에

서 개별 전투원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을 탐지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개개인이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분산 능

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작전 지역 및 아군 구성

원의 상태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도심 작전의 능력 확대가 미래 전

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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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건으로, 전장 환경에 집중하기 위해 인지적 주의가 적은 정

보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별 전투원의 정보소통 수단은 기존의 상황판, 노

트북과 같이 시각적 주의가 필요한 장비는 전방 주시를 방해하거나 휴대

를 통한 손의 부자유로 인한 생존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head-up과

hands-free가 가능한 수단이 요구된다(Marge et al. 2011).

세 번째는, 정보소통의 방식과 관련하여 전장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개별 전투원들이 빠르고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이 필요하

다. 기존의 지도보기 위주의 방식은 새겨진 기호와 약정된 의미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기호 읽기’로 볼 수 있다. 반면,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등의

기술 기반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석된 정보를 읽는 ‘기계 읽기’ 방식을

활용한다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이중식, 2014).

이를 위해 각 개별 전투원이 활용 가능한 현재의 정보소통 수단을 탐

색해 보았을 때, 현재 도입 중에 있는 모바일 장비인 군 스마트폰 형태

의 TMFT(Tactical Multi Functional Terminal)와 병력 건강상태 및 위

치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워치가 활용 가능한 장비 후보로 꼽을 수 있다

[그림3].

[그림3] 군용 스마트폰 TMFT(좌측)와 스마트 워치(우측)

이와 관련, TMFT의 경우는 지휘자의 기존 정보수단을 대체하기 위

해 도입된 것으로 장비 단가 및 운용간 통신량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

전투원에게까지 보급은 제한된다. 반면, 스마트워치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현재도 각 훈련병에게 개인 지급되어 활용 되는 점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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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양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간략한 정보 소통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

되는1 점에서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물감 없는

착용감과 정보를 항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한동원 외,

2005) 스마트워치가 미래병사의 정보시스템과 현재의 간극을 잇는 전장

정보 소통의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군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워치의 용도는 병력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위

치식별 등 병력 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온 바, 개별 전투원간의 양

방향의 정보 소통이나 전투 상황에서의 어떤 정보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

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스마트워치가 가진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청각, 촉각, 시각을 활

용할 수 있는데(성민정 2016),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워치로 어떻게 표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리의 경우는 기존의 음

성 위주 소통체계가 있고, 워치 차제의 소리는 노출의 우려가 있어 배제

하였다. 시각의 경우는 화면을 수색/정찰 임무 수행을 위한 중심시

(foveal vision)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마트워치의 화면은 주변시

(peripheral vision)로 볼 수 있도록 주변시각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 기반으로 개인 전투원의 기본 활동

인 수색/정찰의 상황에서 적 탐지와 임무수행을 신속하고 직관적인 방법

과 유기적 소통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촉각과 주변시각을 활용한 방안

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과 적을 찾는 수색/정찰을 용이하게 하는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정보 탐색과,

둘째, 개별 전투원의 신속한 행동과 작전 효율성을 이끌어 내는 스마

트 워치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1 컨슈머인사이트, 2014 상반기 (19차) 이동 통신기획 조사 주요결과 19-06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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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목표는 설문조사, 실험(1), 실험(2), 사용성 평가를 통해 순

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 조사에서는 수색 정찰의 경험과 교리에 능숙한 전문가 통

대상 전투정보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색/정찰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정보수단/전달방식 등이 무엇인지 도출하여

첫 번째 목표를 검증한다. 실험(1)에서는 촉각을 실험(2)에서는 주변적

시각을 각각 활용한 In-situ 상황에서 인지 가능한 감각 정보량을 실험

을 통해 정확도와 속도를 측정하고, 설문, 인터뷰를 더하여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7가지 정보 유형과 어울리는 정보표현 방식을 선정한다. 사용성

평가에서는 현역 및 예비역을 활용하여 주의를 집중한 상황에서 실험(1)

과 실험(2)에서 매칭되어 구현된 정보시스템을 사용간 정확도와 속도를

측정한 후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두 번째 목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술적으로는 전투 정보를 임무의 특성에 맞게 공간의 유

형과 활용 측면의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한 것과 기존의 시각 위주의 정

보 증강이 아닌 주변적이고 다양한 감각 형태의 전달을 혼합하여 시도했

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국방력 강화의 차원에서 전투원인

사용자의 내부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프로토타입핑과 실험을 통한 해

결 중심의 접근은 효율성 높은 장비 도입을 위한 의미 있는 접근으로

국방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융합 연구로서 정보적 관점에서 군 작전활동과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인지적 관점에서 기존 정보 교환 방식의 문제 제기 및

공학적 기술을 통한 시스템 제언을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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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군의 선행연구는 공개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은 것과 서론에서 밝혔듯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

가 많지 않아, 긴급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유사 상황을 활용한 선행 연

구를 기반으로 총 3절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절에는 신속한 판단을 돕는

정보시스템의 설계 원칙과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판단이 생존성

과 직결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설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절에서는 첫 번째 절에서 살펴본 디자인 원칙과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한 통합 인지적 정보시스템 활용의 상황에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 번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스마트워치의 기능

및 정보 알림에 대한 속성과 사례를 알아보았다.

제 1 절 신속한 판단을 돕는 정보시스템 설계

판단을 돕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설계 원칙과 이를 위한 이론

과 사례들을 탐색하여 정보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연구과정과

방법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1.1 판단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설계와 정보선별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한 군 지휘통제체계를 C4I(Command,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formation)라 하며, 이는 작전활동에 필요

한 지휘관의 신속한 지휘 판단과 작전 구상을 돕는 정보들로 구성된 시

스템을 통칭한다(이호균, 2014). 이러한 지휘통신체계의 설계는 판단 지

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지원

시스템은 신속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자(decider)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행동을 수행, 보완하는 등 적시 적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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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피드백을 통해 판단을 돕는 시스템이다. Bahl et al.(1986)은 이러한

시스템의 일반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그림4], 판단자가 만족할만한 시스

템 구성은 의사결정(decision-making)이 필요한 과업에 대해 관련된

(obviously relevant)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제식별과 정의 단계에서 정보선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는 판단을 돕고, 신속한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에 앞

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별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4] DSS 설계의 일반적 의사결정 모델(Bahl et al. 1986)

또한 판단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political), 정신적(psychological), 사회적(social) 요소로 정의하였다. 이

는 개인의 인지영역에서의 내부적 판단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판단

의 수용과 지연 혹은 거부가 지속되어 발생한다고 보았다. 김정은(2008)

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맥락(context)으로 정의하고, 맥락을 처리하기

위해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상황지각(situation awareness), 이

를 처리하는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es) 과정으로 외부적 요인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김정은 2008, 성민정 2016: 19 재인용). 이는 정

보시스템이 주고자 하는 정보 환경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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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지각과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돕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작전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속성으

로는 전술교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에 이르는 대안을 찾는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도울 수 있다. 이와 관련, Armstrong et al.(1994)는 새로운 미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사용자의 충분한 요구 분석을 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기술

중심의 설계와 구현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자가 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하거나 기술이 사용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기인된

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전적 지식(operational

knowledge)과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의 조화를 이루는 사용

자 요구 도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작전적 지식은 수년간의 작전

경험을 통해 구축된 사용자의 지식이며, 기술적 지식은 해당 기술로 활

용 가능한 기능적 지식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을 말한다. 두 가지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 지식이 작전적 지식의 경험으로 순환되어

나타나고, 작전적 지식이 반영된 기술적 지식이 나타나는 순환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을 이끄는 판단지원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떤 판단을 돕는 정보가 필요

한지에 대해 경험과 이론의 기반이 쌓여 있는 전문가 대상을 통해 판단

지원을 돕는 맥락과 상황지각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1.2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인터랙션 설계

Shibl et al.(2013)은 판단지원시스템의 수용 요인 중 하나로

‘Time-saving’을 언급하였다. 이는 시스템 설계의 ‘내용’은 물론, 사용자

와 시스템간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인터랙션(interaction)’ 측면에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사용자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개별 부대원으로 한정되는 만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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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특정한 설계 요구가 수반된다. Preece

et al.(2002)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랙션 설계의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의

설계 단계를 제안하였다. 총 4가지 단계로 1) 사용자 중심의 니즈와 정

보시스템에 원하는 구체적 요구사항을 도출 2)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대

안 제시 3) 이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4) 평가의 과정으로 나누

었다. 이를 통해, 정보 시스템이 추구하는 생산적 혹은 효율적인 정보소

통을 위한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학습성(learnability)

등의 사용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Norman(1988)은 사용성이 높은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해 가시성,

피드백, 제한요소, 맵핑, 일관성, 행도유도성의 6가지 디자인 원칙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인터랙션 디자인의 6가지 원칙(Norman, 1988)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전투원의 시스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선

별 단계에서부터 인터랙션 설계, 구현, 평가까지 사용자 중심의 접근을

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전투상황에서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전투 행동의

유도성(Affordacne)이 높은 디자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1.3. 유사한 상황에서의 정보시스템 설계에 대한 연구

병원과 교통표지판의 사례를 들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판

6대 원칙 설 명

가시성(Visibility) 그 기능이 사용자에게 눈에 띄어야 함

피드백(Feedback)
사용자의 행위 후 일어난 변화를 적절하게 피드백
해야 함

제한요소(Constraints)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의 행동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미연에 오류 방지

맵핑(Mapping) 사용자가 특별한 설명이나 도움 없이도 대상의 기
능을 쉽게 떠올림

일관성(Consistency) 적용된 디자인은 일정한 패턴이나 예측가능한 일관
성을 바탕으로 회상이 쉬워야함

행동유도성(Affordance) 사용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유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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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시스템 설계에 대한 원칙을 알아보고

각각의 설계 원칙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본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설계

간 활용하고자 하였다.

1.3.1 병원의 information dash-board에 대한 연구

생존성을 다루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습득해야하는

유사한 상황으로 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의 대시보드를 통한 정

보 전달 연구를 볼 수 있다. 수많은 경보(alert)형태의 정보 중에서도 제

한된 화면에서 직관적이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Phansalkar S et al.(2010)은 다

양한 연구들의 메타 분석을 통해 Human-factor 중심의 디자인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의료적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한 추후 정

보시스템 디자인에 적용할만한 4가지 원칙은 [표2]와 같다.

[표2] 병원 대시보드 디자인 원칙(Phansalkar et al. 2010)

1.3.2 운전 상황 및 교통표지판의 경우

교통표지판은 각종 규제나 경고, 정보 및 방향 표지를 바탕으로 운전

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통표지판은 다양한 상징적 기호나 색, 형태 등으로 구성

된다. Shinar et al.(2006)은 교통표지판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 원칙으로 1)공간호환성 2)개념 호환성 3)물리호환성 4)빈도 5)

표준화 6)단일기능 7)가시성을 [표3]과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

구 분 관련 원칙

가시성 / 가독성

색 빨강 > 노랑 > 녹색 > 파랑

텍스트
1. 디스플레이에서 글이 클수록 가독성 높음
2. 밝은배경-어두운글자가 어두운 배경-밝은
글자보다 가독성이 높음

전달방식의 연계 사용자의 멘탈모델에 맞게 다양한 인지적, 지각적
CUE를 연계하여 주면 효과적

정보의 우선순위 인지 전달하고 싶은 상태나 정보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필요(색과 단어사용 / 화면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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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보아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3] 사용자 이해도가 높은 표지판 설계 원칙(Shinar et al., 2006)

병원과 교통표지판의 설계 원칙에서 발견된 이론과 원칙에 기반한 다

양한 정보 표현이 가능한 점과 다른 감각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전달

방식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특수한 상황

에 입각하여 다양한 방식의 효과와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 설계 과정에

서 각각의 설계 원칙을 활용하였다.

제 2 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전달

스마트워치가 가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청각, 촉각, 시각 중 본 연

구에서는 촉각과 시각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청각은 경우는

기존의 음성 위주 소통체계가 있고, 스마트 워치 차제의 소리는 노출의

우려가 있어 본 정보시스템에서는 활용이 제한되고, 시각의 경우는 화면

을 수색/정찰 임무 수행을 위한 중심시(foveal vision)를 유지한 상태에

표지판 설계 원칙 설 명
공간 호환성
(Spatial compatibility)

기호나 문자가 전달하려는 방향 및 위치 정보가
해당 공간의 물리적 배열과 동일해야함

개념 호환성
(Conceptual compatibility)

표현된 기호나 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정확한 연관성을 가져, 해석을 하지 않아도 빠르
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물리 호환성
(Physical compatibility)

표현되는 정보와 표지의 실제 내용간의 유사성이
높아야함 (cf. 보행자, 야생동물 그림 등)

빈도(Frequency) 사용되는 정보의 표현방식이 평소 사용자에게 얼
마나 친근하게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활용

표준화(Standardization) 국가나 지역간 경계를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색, 모양 등을 선정해야 함

단일 기능
(Singular functionality)

하나의 정보기호가 하나의 의미만 내포함으로,
다른 정보로 혼동의 여지가 없어야함

시인성
(Visibility)

운전자가 눈으로 내용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배
경과 대상의 명시도 높은 조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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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워치의 화면은 주변시(peripheral vision)로 볼 수 있도록 주변

시각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정보의 직관적 소통을 위한 다양

한 감각 양식의 활용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차용할 정보표현 양식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1 주변 시각을 활용한 정보전달

시각적 주의가 요구되는 main-task를 가진 상황에서 주변 시각

(Peripheral vision)을 활용한 길 안내 기능이나 주변 상황의 알림을 주

는 방식의 활용 사례를 탐색할 수 있었다[그림5]. Andrii et al.(2016)은

핸들 주변부에 LED를 활용한 직관적인 방향 안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자 정면의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보여

주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간 흘긋보기(glance)의 횟수와 시간이 유의미한

감소가 일어나 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였다.

Hung-Yu et al.(2015)는 헬멧의 주변부에 빛의 위치를 통해 방향 정보

를 주거나 색, 깜박임, 밝기의 차이로 위협 신호와 주변 정보를 구별적으

로 주는 것도 직관적인 정보 전달에 활용할 수 있다.

<Andrii et al. 2016> <Hung-Yu et al. 2015>

[그림5] 주변시각을 활용한 정보전달 시스템 – 핸들 주변주 LED활용 방향
지시(좌) 헬멧 주변부 활용(우)

주변시각의 활용 중점은 색, 깜박임, 밝기 등의 시각적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보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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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촉각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전달

Amna Asif et al.(2010)는 자동차 운전 상황에서 길 안내간 촉각 인터

페이스를 활용한 허리띠형 프로토타입을 통해 진동의 유형, 강도, 지속시

간의 변화를 활용하여 방향과 거리감의 정보를 주면서 길을 찾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시각과 청각의 지원 없이도 방향과 거리를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Manoj et al.(2014)는 오

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촉각을 활용한 조끼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였다. 조끼에 달린 진동 센서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간 발생하는 직진, 좌

회전, 우회전, 유턴의 상황에서 진동으로 방향을 알려주고 횟수로 거리를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다음 동선을 알 수 있도록

Led 시각정보를 연동하여 직관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

보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Amna Asif et al.2010 재인용> <Manoj et al. 2014 재인용>

[그림6] 촉각을 활용한 정보전달 시스템 – 측위기반 음성형
네비게이션(좌측), 촉각 방향, 횟수를 활용한 경고 시스템 설계(우측)

촉각을 활용한 직관적 정보 전달은 촉각의 세기, 빈도, 지속시간을 다

르게 하는 유형의 구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또한 진

동 센서의 위치에 따라 방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할 스마트워치에서 진동 센서의 추가나 위치변경, 진동의 세기의

조절은 제한되어 진동의 빈도와 지속시간을 달리하는 진동 패턴을 구분

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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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river-Car의 인지적 연계를 통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각적 주의가 집중되는 운전의 상황에서 경로안내 및 주변 상황 정

보를 주기위한 HUD(Head Up Display)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보전달의 방안으로 Damiani et al.(2009)는 시각(visual), 촉

각(haptic), 청각(auditory)의 인터페이스를 통합 활용하여 시각적 부하를

줄이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운전의 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그림7].

[그림7] 감각 통합적 운전자-차량 인터페이스 제안
(Damiani et al. 2009 재인용)

본 절에서 탐색한 사례들을 통해 시각적 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주변

시각을 활용하거나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양식을 단독 혹은 연계하여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각의 감각양식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양식을 활용하여 직관적 정보 소통 방안을 찾기

위한 실험(1)과 (2)의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3절 스마트워치의 정보적 특성 및 활용 사례

본 연구에서 활용할 정보기기인 스마트워치의 일반적인 기능과 정보

활용을 위한 특성을 탐색해보고, 스마트워치로 표현 가능한 정보를 선별

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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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마트워치의 정보적 특성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착용함으로 사용자와 디바이스간 인터랙션이 밀

접하고 신체에 가까운 곳에 있어 언제든지 사용자 소통이 용이하고 신체

에 맞닿아 있어 촉각, 시각, 청각 피드백으로 사용자 주의 수준을 이끌어

낼 수 있다(지현수, 2017). 이와 관련 한동원(2005)는 사용자에 대한 정

보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항시성’으로 정의하고 착용

하여 무게감 없이 일상에 활용 가능함을 ‘착용감’으로 정의하였다.

성민정(2016)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알림 방식을 소리(sound), 진동

(vibration), 화면(visual output)으로 구분하면서 알림의 표현 방식과 유

형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유현진 등

(2016)은 사용자의 사용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 시각, 청각, 촉각의 유용

성이 달라져, 이를 고려한 감각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가장 큰 차별적 요소로 글랜서블 디스플레

이(Glanceble display)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평상시에는 어두운 스크

린으로 있다가, 정보 알림이 호출되면서 사용자 주의를 일시적으로 끌어

들이는 속성으로 스마트폰 보다 적은 양의 인지적 노력으로도 신속한 정

보처리가 가능한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민수 2014, 성민정 2016 :

11-12, 재인용)

3.2 스마트워치의 감각양식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연구

기존의 스마트폰 알림 복제 등 스마트폰의 보조적 기능이 아닌 스마

트워치를 단독으로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선호 등(2016)은 스마트워치의 주변시각을 활용한 턴 바이 턴(turn

by turn) 개념의 네비게이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스마트폰의 복잡한

화면을 다 보여주거나 간추려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화살표 위주의 간단

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로만 가능한 빠른

정보보기의 화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유현진(2016)은 무산소 운동간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청각, 촉각, 시

각의 멀티모달 피드백 활용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자들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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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멀티 모달 피드백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있고, 이를 구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각 피드백 간의 정보

위계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본 절에서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글랜싱을 통한 주변시각과 촉각을

활용하고 이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혼합 활용한 멀티모달 감각을 활용하

여 적합한 정보 표현을 탐색하는 것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17 -

제 3 장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해결을 위한 연구 문제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각 연구

문제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들

을 종합해 볼 때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직관적 판단지원 시스템의 설계

를 위해서는 활용할 정보를 상황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후 선별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고, 다

양한 감각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장에서 개인 전투원의 기본활동인 수색/정찰

상황에서 생존성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와 그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색정찰 활동간 판단지원을 돕기 위해서, 즉 작전간 생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지금의 작

전행태에서 정보소통과 관련된 문제점과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요구 탐

색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연구문제1의 목적이다. 연구문제1을 밝히

기 위한 연구방법은 교리기반의 전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

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선별한다.

연구문제1. 소부대 전투원이 수색정찰간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1-1. 작전의효율성과생존성보장을위한필수정보는무엇인가?

1-2. 스마트 워치로 표현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의 목적은 연구문제1에서 선별된 정보와 관련, 빠르고 직

관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촉각과 주변시각 감각을

활용하여 각각의 정보에 어울리는 소통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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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스마트 워치를 활용하여 직관적 정보 소통이 가능한가?

2-1. 촉각을 활용한 직관적 정보 전송이 가능한가?

2-2. 주변시각을 활용한 직관적 정보 전송이 가능한가?

2-3. 정보의 내용에 어울리는 촉각, 주변시각의 조합이 있는가?

연구문제3은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개별 전

투원의 수색정찰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3.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개별 전투원의 정보 소통은 작전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3-1. 전투를 가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보 수단인가?

3-2. 멀티모달 감각은 단일 감각보다 효과적인가?

3-3. 제안하는 본 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

1. 수색/정찰은 불분명한 적을 앞둔 상황에서 첩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위한 파괴, 교란, 소탕, 경계 임무 등 전투원의 기본 행위를 말한다.

2. 작전 효율성은 명령 대비 수행 결과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3. 신속한 행동은 전달된 정보에 대해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반응시간

이 유의미하게 빠른 것을 말한다.

4. 감각 양식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가지를 포함하나 웨어러

블 디바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 중 기존에 개별 전투원이 활용

중인 방식의 청각을 제외한 주변시각(Peripheral vision)과 촉각을

말한다. 주변 시각은 main-task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읽

어내는 성격으로 기존의 ‘시각’보다는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

5. 직관적 소통은 전달된 감각양식만으로 즉시 정보의 내용을 구별하여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19 -

제 4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그림8]과 같이, 5가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8] 연구 절차

먼저, 개별 전투원들이 수색/정찰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설

문조사를 실시한다. 선별된 정보를 스마트워치의 촉각과 주변시각을 활

용, 직관적인 소통을 위한 인지 실험을 각각 실험(1), (2)에서 실시한다.

앞의 과정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개별 전투원의 작전활동에 도

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역/예비역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에 대

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은 다음의 순서를 거친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문제 1: 소부대 전투원이 수색정찰간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

가?>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실험(1), 실험(2)를 통해서 <연구문제2. 스마

트 워치를 활용하여 직관적 정보 소통이 가능한가?>를 검증한다. 마지막

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연구문제3 :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개별 전투

원의 정보 소통은 작전활동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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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문조사 : 정보선별

본 장에서는 수색정찰간 현장에서 전투원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설문 시행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설문을 통해 연구문제

1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수색정찰 활동에서 제한점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1) 작전 효율성과 생존성 보장을 위한 필수 정보 요

구 도출, 2) 스마트워치로 표현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조사방법

1. 참가자 모집

선행 연구에서도 밝혔듯 기술지식과 경험지식을 고루 갖춘 대상을 조

사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리적 기술지식은 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경험 지식은 적이 있고 교리 기반의 전술/전략을 시행하는 실전과 유사

한 에어소프트 게임2의 경험이 있는 현역/예비역들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페이스북의 에어소프트 동호회 페이지를 활용, 눈덩이 표집

(snowballing sampling)방식으로(Goodman, 1961) 42명을 리크루팅 하였

다.[표6] 참가자들의 평균나이는 33.3세(SD=6.5)였다. 병역 구분은 육·해·

공군의 간부출신 18명 병출신 21명을 비롯, 의무경찰 출신 예비역 3명도

육군 훈련소 기초군사교육 경험을 인정하여 설문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간부

병

기타 20대

40대

30대

[그림9] 설문조사 대상자 연령 및 병역 구분

2 총 모양의 완구로 상대를 쏘아 맞히는 게임으로 2차대전 이후 전투를 재현하기 위
해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술, 전략을 가미한 실전과 유사한 게임이 이루어짐
(https://en.wikipedia.org/wiki/A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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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설문조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A# 연령대 성별 병역 구분
A01 30대 M 육군/간부
A02 30대 M 육군/간부
A03 20대 M 해군/간부
A04 40대 M 육군/병
A05 30대 M 육군/병
A06 30대 M 해군/간부
A07 30대 M 육군/병
A08 30대 M 육군/병
A09 40대 M 육군/병
A10 40대 M 육군/병
A11 20대 M 해병/병
A12 30대 M 해군/병
A13 30대 M 의경
A14 40대 M 육군/간부
A15 30대 M 육군/병
A16 40대 M 육군/간부
A17 40대 M 의경
A18 30대 M 공군/병
A19 40대 M 육군/병
A20 20대 M 육군/간부
A21 40대 M 육군/병
A22 20대 M 육군/병
A23 30대 M 공군/간부
A24 40대 M 의경
A25 40대 M 공군/간부
A26 40대 M 육군/병
A27 30대 M 육군/병
A28 30대 M 육군/간부
A29 40대 M 해병/간부
A30 40대 M 육군/병
A31 40대 M 육군/간부
A32 40대 M 육군/간부
A33 40대 M 육군/병
A34 30대 M 육군/병
A35 40대 M 육군/병
A36 40대 M 육군/병
A37 30대 M 육군/간부
A38 20대 M 육군/간부
A39 30대 M 육군/간부
A40 30대 M 육군/간부
A41 20대 M 육군/간부
A42 20대 M 육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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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구성

설문문항은 에어소프트 게임(전투) 상황에서 현재 전투정보 활용실태,

새로운 정보요구 도출, 새로운 정보기기 활용 가능성의 3가지 분야로 10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항목에서 밝히고자 한 것으로, 첫 번째 활용실태에서는 현재

활용에서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우회 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두 번째 필요 정보는 현재 활용되지 않지만 새롭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전

투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정보기기 활용 가능성은, 현재는

활용이 제한되는 스마트폰, 테블릿, 스마트워치가 개인의 전투장비가 된

다면 활용 방안과 제한점 등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문

항 구성 내용은 [표5]과 같다. 모든 문항은 단답/장문형의 주관식으로 구

성하여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였다.

[표5] 3가지 분야로 구성된 10가지 설문 문항 내용

문항 구분 세부 내용

전투정보 활용
실태

1. 주로 맡는 역할과 임무는 어떻게 되는지?

2. 정보소통의 빈도나 주요 수단은?

3. 음성, 수신호 이외의 정보기기 활용 여부는?

새로운 정보 요구
도출

4. 정보우위를 위한 수색정찰간 노하우는?

5. 수색정찰간 적시적소에 알았으면 하는 정보는?

6. 전투정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

7. 성공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 기기 활용
가능성

8. 테블릿 형태의 기기를 개인이 전투에 활용한다면?

9. 스마트폰 형태의 기기를 개인이 전투에 활용한다면?

10. 스마트워치 형태의 기기를 개인이 전투에 활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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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분석

1. 분석 방법

설문 응답이 대부분 단답형 및 장문형으로 이루어져 답변을 엑셀에

전사하여 총 148개의 원본(raw) 발화 데이터로 변환 후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발화를 의미 단위

(meaning units)로 통합하거나 나누어 최종적으로 135개의 데이터를 도

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Braun et al.(2006)이 제안한 테마적 분석

(thematic analysis)를 활용하였는데, 테마적 분석은 근거이론(grounded

theoty)를 바탕으로 발화 코딩, 테마 찾기, 검토, 이름짓기 등의 과정을

통해 발견점(findings)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적 분석을 위

해 옵티멀 워크숍(Optimal workshop)에서 제공하는 리프레이머

(Reframer)를 활용하였다.

[그림10] 리프레이머(Reframer)에서 제공하는 코드 다이어그램(Chord
Diagram)과 테마 찾기(Theme Builder) 기능을 사용한 분석 예시

2. 분석 결과

1) 전투정보 활용 실태

전투상황에서의 주 소통수단으로 음성(82.86%) 및 수신호(17.14%)로

다른 대안 없이 기존 2가지 방식의 응답만 존재하였다. 화기 이외의 전

투 장비 활용으로는 화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투시경, 스코프, 플래

쉬라이트 등의 액세서리가 다수를 이루었고, 정보 소통을 위한 추가 장

비는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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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통을 위한 우회전략으로 음성 소통의 정확도와 실시간성을 개

선한 1가지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는 원거리에서 무전기의 단방향 통신

의 단점을 개선하여 동시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사례로 송

수신 지연과 혼선을 줄여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무전기가 한 번에 한 사람 밖에 이야기 못하니까, 블루투스 이어셋을 연결

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단체 음성방을 개설하면 동시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활용 했어요.”(A03)

2) 새로운 정보 및 정보기기에 대한 요구

새로운 전투정보 및 정보기기 활용에 대한 요구는 서로 통합하여 분

석 후 표[6]과 같이 5가지의 테마(theme)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수색/정찰에 요구되는 현장 정보요구 분류

(1) 팀 워크 향상을 위한 정밀한 의사소통 정보

전투의 승패에 가장 영향을 주는 노하우 중 ‘팀 워크’와 ‘적정 우위’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를 위해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

다는 응답이 많았다.(24명, 57.1%) 응답자들은 현재 음성과 수신호로 이

구분 정보 요구 테마 관련 태그

정보활용
목표

팀 워크 향상을 위한
정밀한 의사소통 정보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한 팀워크 향상 필
요, 유기적 상호지원을 위한 소통, 말이
필요없는 지휘, 자세한 정보, 말의 애매
함 해소

새로운
정보 내용

전장에서의 시간성 공유
적시적소 인원 배치 및 위치 조절, 엄호
사격 타이밍, 팀 리더의 명확한 명령체
계, 전투정보의 유기적 공유

변화하는 공간의 정보
적과 아군의 사망위치, 생존에 적절한 위
치, 매복한 적의 위치, 중화기 등 적 고
위험군의 위치, 전황확인이 되는 미니맵,
적과 아군의 동선 흔적

피아식별을 통한 신속한

작전 지원

조우시 아군인지 적인지, 팀 개인간의 위
치 공유, 아군과 적 위치, 피아식별 기반
은밀하고 정확한 기동

정보기기

활용

주의를 최소화하는

정보기기 활용 필요

간편한 조작 필요, 가볍고 휴대가 용이,
개인의 음성 송수신 기반, 자세한 정보,
화면 보고 있으면 생존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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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지휘 소통 체계에서는 말의 애매함에서 오는 혼란과 전투원간

거리가 이격되면 발생하는 지연되는 소통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더 ‘자세한’ 소통이 된다면 ‘유기적인 상호 지

원’과 ‘말이 필요 없는 지휘’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몇 시 방향의 어디 누구등으로 표현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

되는 게 아니라서 팀원들간에 부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A35)

“ 팀원들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각자의 위치와 상대 위치를 전달해야하는데

지금 무전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하면 혼선이 생겨서 그럴 수가 없어

요.” (A27)

“ 빠른 기동력을 위해 지휘통제나 아군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요.” (A04)

(2) 전장의 시간성 공유

전장의 시간성은 실시간 발생하는 정보의 신속한 소통과 이를 바탕으

로 언제 행동할지에 대한 정보 요구를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명령체계는 즉각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한 ‘적정우위’와 ‘신속한 기동’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대하며, 전투정보의 유기적 공유를 통해 적을 공격

하거나 아군을 지원하는 ‘적정 시간’의 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

다.(11명, 26.1%)

“팀원간 상호 엄호사격 타이밍은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숙련을 통해서만 가능

한데, 적절한 정보 소통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A34)

“소속 팀원들이 빠른 소통이 된다면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적시에 인원을 배

치하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A35)

(3) 변화하는 공간의 정보

기존의 지도기반 상황판에 고정된 정보는 지휘자와 같이 전황을 전반

적으로 내다보는 장기적 전술/전략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개별 전

투원에게는 고정 정보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공간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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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 하였다. 특히 위험정도에 따른 아군/적

군이 사망한 위치, 이동한 경로, 고위험군의 위치 변화 등 현장에서 자신

혹은 아군이 관측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15

명, 35.7%)

“생존성 보장을 위해 아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디서 죽거나 다쳤는지를

알면 우회해서 더 빠르게 기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A05, A12)

“피아 모두 주력 인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A15)

“팀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각자의 위치와 상대 위치가 전달되면 좋겠어

요.”(A27)

(4) 피아식별을 통한 신속한 작전 지원

전투공간의 복잡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인원이 분산되어 운용 시 누

군가를 조우하면 적인지 아군인지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

하였다.(17명, 40.4%) 이로 인해, 아군 오인사격이나 망설이다 피해를 입

는 경우가 많아져서 피아식별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생존성 있

고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누군가와 조우시 적인지 아군인지 여부만 확실해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

아요”(A03)

“아군의 위치뿐만 아니라 발견된 적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면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A18)

(5) 주의를 최소화하는 정보기기 활용 필요

정보기기의 활용 측면에서는 간편한 조작과 경량의 장비를 선호했으

며, 주의를 기울여 화면을 보는 형태의 정보 시스템은 활용성이 떨어진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테블릿,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이 크면

클수록 지도 기반의 정보를 통한 지휘자의 전술 판단용으로는 적합하지

만 개별 전투원의 활용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17명,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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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크기 때문에 휴대도 착용도 어려울 것 같아요”(A17)

“기존에 무전기를 쓸 때도 전방을 주시한 채 통화 스위치만 눌러서 하는데

스마트 기기들을 꺼냈다 봤다 하는 건 매우 비효율 적이고 전투상황에는 죽

기 딱 좋은 상황일 걸요.”(A24)

반면, 스마트워치는 착용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장치로 자신의 위치

를 공유하거나 아군의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경량의 장치로서

활용기기에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32명, 76.2%)

제 3 절 소결론

앞 절에서 도출된 정보요구로부터 현재의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성 및

스마트워치의 구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선별하였다. 구체적 선별

기준으로 대부분의 정보요구 기준을 만족하되, 공간의 변화에 대한 부분

은 스마트워치로 보고 읽는 것이 어려워, 추후 미래병사 체계의 증강현

실 기반 HMD(Head mounted display) 헬멧으로 가능할 만한 미니맵, 이

동흔적, 피아 사망위치 등은 제외하였다.

종합된 정보요구를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행동(ACT)’ 정보와 ‘상태변

화(Status)’정보 2가지의 큰 분류로부터 중분류, 세부로 나누어 총 7가지

의 정보를 선별하였다.[표7]

[표7] 스마트워치에 구현할 7가지 정보 분류

구분 중구분 세부 속 성

행동

(Act)

기동
이동 Ÿ On the move : 이동간에도 쉽게 인지 가능한

행동유도 정보
Ÿ 행동과 직결되기 위해 보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도록 촉각을 주 감각, 시각을 보조감각
으로 활용

Ÿ 전투의 시간성 공유, 실시간 소통으로 유기
적 작전 가능

사격개시

정지
은폐/엄폐

정지

상태변화

(Status)

아군 아군접근
Ÿ Pause and check : 상태 변화에 따른 정보
를 우선 확인 후 행동 유도

Ÿ 변화된 상태의 구체적 인지를 위해 시각을
주 감각으로 촉각을 보조 감각으로 활용

Ÿ 전투 공간의 변화 전달, 객체의 변화 감지를
통해 즉각적 판단 지원

적
위험지역

화생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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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동 정보는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휘통제 체계의 일환으

로 정보를 받고 즉시 행동으로 취해야하는 명령과 관련된 정보들로 볼

수 있다. 분류된 행동정보의 특성으로는 ‘On the Move’로 이동 상황에

시각적 주의를 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용자 요구를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촉각을 주 감각양식, 시

각을 보조 감각양식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상태변화에 대한 정보는 즉각 행동에 앞서 변화된 상황을 우선 확인

하고 행동하는 ‘Pause and check’로 특성 지을 수 있다. 행동 보다 정보

확인을 우선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인지 방식은 시각을 주 감각양식으로

촉각을 보조 감각양식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동 정보와 구

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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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1) : 촉각 인지 실험

본 장에서는 스마트워치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촉각을 선별하는 실

험에 대해 설명한다. 실험 (1)에서는 <연구문제 2 : 스마트 워치를 활용

한 직관적 정보 소통이 가능한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한다. 그 중

에서도 <연구문제 2-1>의 촉각의 직관적 정보 전송이 가능한지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시각 및 인지적 주의가 필요한 마트에서

장보기의 주 임무를 수행간 총 6가지 패턴의 진동을 전달 받고 식별된

진동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험 후 각각의 진동 패턴에 대한

인식에 대한 1차 사후 인터뷰와 실험결과 분석 후 5가지 활용 패턴을 선

정하였다. 이후 앞 장에서 도출된 7가지 정보와 5가지 진동을 매핑하기

위한 2차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 2-3>의 정보의 내

용과 어울리는 촉각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실험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 방법(experimental research mothod)을 활용

하였다. 실험 연구 방법은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

험(1)에서는 독립변인을 6가지 진동패턴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 참

가자의 반응의 정확도와 속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위해 6가지 종류의 진동 패턴을 무작위로 제공

하여 순차적으로 왜곡된 답변을 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쇼핑을 할 10

가지 목록을 고정하여 물품별 찾는 어려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는 실제 주의를 집중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마트로 이동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실험자의 존재

를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10m 이내 거리를 두고 이동하며 진동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오즈의 마법사(wizard-of-oz) 방법을 활용하였

다. 이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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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시스템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다(Martin et al., 2012).

2. 반구조화 인터뷰

인터뷰는 반구조화 인터뷰는 질적 조사 방법론으로 미리 정해 놓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추가하

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

고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Gläser el al., 2010) 1차

인터뷰 내용은 각각의 진동 패턴에 대한 장 / 단점 및 잘 인식되는 진동

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혼동이 되는 진동 패턴의 쌍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2차 내용은 실험연구 및 1차 인터뷰 분석 후 선별된 5개의 진동

패턴을 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7가지 정보와 맞게 선호하는 조합을

찾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제 2 절 실험

실험은 [그림11]과 같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에서부터 2번의

사후 설문 및 인터뷰까지 6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림11] 실험(1) 설계

1. 1차 프로토 타입 제작

본 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정보와 상태변화 정보에

맞는 촉각 감각을 매칭하기 위해 다양한 진동을 제공하는 프로토타입에

제작에 대해 살펴본다.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은 안드로이드 웨어 기반

의 아수스 젠워치2와 삼성 갤럭시노트 FE를 연동하여 제작하였다.

젠워치를 선택한 이유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양식을 활용

할 수 있는 점과 현재 군 스마트워치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웨어 기반

으로 실험물을 즉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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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연구자가 오퍼레이터로서 조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실험

참가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진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12]와

같이 구성된다. 연구자의 스마트폰에서는 6가지의 촉각 패턴을 스마트워

치에 보낼 수 있고, 보낼 때마다 밀리초(ms)까지의 시간이 자동 기록되

는 앱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 외에 장보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별도의 스마트폰을 지급한다. 별도 지급된 스마트폰은 쇼핑 목

록과 식별된 촉각의 유형 답변을 입력하기 위한 응답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응답용 스마트폰 앱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된 쇼핑목

록과 6가지 촉각을 식별하여 응답할 수 있는 6개의 버튼을 제공하며 참

가자들의 응답 시간은 밀리초(ms)까지의 시간이 기록된다.

[그림12] 1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2) 촉각 패턴 디자인

사람이 구별하여 인지 가능한 촉각의 개수를 4∼6개로 정의하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험에 활용하는 촉각 패턴은 최대치인 6개로 선정하

였다.(Feige, 2009; Saket et al., 2013; Kobayashi et al., 2016) 패턴은

선행연구에서 구별이 용이한 진동 패턴을 바탕으로 1) 진동 간격과 길이

의 일정한 패턴 2) 소리가 연상되는 진동 리듬 3) 패턴 없음의 3가지 유

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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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진동 길이와 간격을 활용한 일정 패턴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식별 정확도가 높은 3가지 진동 패턴을 적용하였다.(Saket

et al, 2013) 3가지 진동은 진동의 길이와 간격을 짧은 것(200ms), 긴 것

(600ms)을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1번 진동은 진동 길이와 간격이 짧은

것으로 모두 같고, 2번은 진동 길이는 짧지만 간격은 긴 것으로, 3번은

진동길이와 간격이 모두 긴 것과 짧은 것이 섞여 있는 패턴이다.

두 번째 소리를 연상하는 진동 리듬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선호하는 리듬이나 멜로디를 바탕으로 만들 경우 인지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Kobayashi et al., 2016) 단 해당 연구와의

사회문화적 배경차이를 고려하여 국내 자체진동 제작 앱 및 인터넷 커뮤

니티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친근함이 높은 ‘대한민국’ 구호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촉각으로 변환한 것을 활용하였다.

세 번째 진동 없음은 별다른 패턴이나 진동 리듬과 동떨어진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 진동이 장시간 한 번 울리고 사라지는 것으로 선정하였

다. 실험에 활용한 촉각유형은 [표8]와 같다.

[표8] 실험에 활용할 촉각 패턴선정

구분 촉각 패턴 제작근거

1번 스마트폰 진동 실험 1위
진동길이, 간격 동일(짧게)

2번
스마트폰 진동 실험 2위
진동길이(짧게, 동일)
진동간격(길게, 동일)

3번
스마트폰 진동 실험 3위
진동길이(섞어서)
진동간격(섞어서)

4번 친숙한 패턴(대한민국)

5번 친숙한 패턴(운명교향곡)

6번 패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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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프로토타입 구현

실험(1)에서 활용할 프로토타입의 실제 구현 모습은 [그림14]와 같다.

본 실험에서 활용하는 1∼6의 버튼은 각각의 진동 패턴을 의미한다.

왼쪽의 연구자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의 진동 버튼을

누르면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해당 유형의 진동이 울리는 방식

이다. 실험자가 각각의 번호를 누르면 버튼 레이블(label) 옆에 누른 횟

수를 “1-1”과 같은 방식으로 레이블이 갱신되는 기능으로 각 패턴을 무

작위로, 횟수를 맞춰서 보내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측은 실험참가자가 진동 구분을 위해 착용할 스마트워치와 응답용

별도 스마트폰으로 참가자가 수행해야할 쇼핑목록과 식별된 진동의 응답

을 위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쇼핑목록은 체크리스트 인터랙션이 가

능하여 쇼핑이 완료되면 체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아래의 6가지

응답 버튼은 누를 경우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하단 창에 피드백 되는 형

태로 잘못된 입력을 예방하거나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자와 실험참가자의 각각 앱에서는 모든 버튼 액션이 밀리초(ms)

단위의 타임 스탬프(Time stamp)와 눌러진 패턴이 CSV 파일 형태의

로그(log)가 남도록 제작하였다.

[그림13] 1차 프로토타입 실제 구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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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실험자 모집

스마트워치의 착용 경험이 있거나, 착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인원으로

총 12명을(남6, 여6) 모집하였다. 모집시에는 실험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소요시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본인의 참여의사를 밝히도

록 하였다. 모집된 실험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29.7세(SD=8.4)로 [표9]와

같이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표집하였다.

[표9] 실험(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P# 나이 성별 직업 스마트워치 경험
P01 39 F 교사 6개월
P02 29 M 대학원생 1년 이내
P03 24 M 대학원생 2년 이상
P04 40 F 교사 없음
P05 47 F 전업주부 없음
P06 17 F 고등학생 없음
P07 24 M 대학원생 없음
P08 27 M 대학원생 없음
P09 25 M 대학원생 없음
P10 32 M 대학원생 6개월
P11 26 F 대학원생 없음
P12 26 F 회사원 없음

3. 실험 진행

1) 튜토리얼

본 실험에 앞서, 6가지 진동 패턴에 대한 학습의 시간을 부여하였다.

시간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언급할 때까지

자유롭게 부가하였다. 패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진동 패턴의 선정 원

칙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의 학습 시간은 평균 5분(±2분) 가

량 소요 되었다. 학습이 완료된 후 마트에서 장보기 수행간 활용할 앱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 실험의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하였다.

2) 본 실험

본 실험의 주 임무는 장보기로, 총 10가지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과

정에서 6개의 진동을 연구자가 무작위로 보내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품은 마트에서도 각기 다른 섹션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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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들로 ‘물티슈’, ‘욕실용 슬리퍼’, ‘케첩’, ‘빼빼로’, ‘부탄가스’, ‘테니스

공’, ‘차량용 방향제’, ‘청테이프’, ‘풍선아트용 풍선’, ‘칫솔’의 10가지를 담

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장바구니와 응답용 스마트폰을

양손에 들고 이동하면서 장보기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와의 거

리를 5∼10m에서 두면서, 연구자로 인한 실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그림14] 연구자는 6개의 진동을 5회씩 총 30번을 무작위로 발송

하고 모든 진동을 보낸 후 종료하였다.

[그림14] 마트에서 장보기 수행간 스마트 워치 촉각 인지실험 :
연구자가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진동을 보냄(좌), 실험 참가자가

스마트폰으로 응답(우)

3) 1차 사후 인터뷰

본 실험의 종료 직후, 실험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복기를 위해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물어본 내용은 ‘장보기 상황에서 인지가 쉽거나 어려운

진동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혼동이 되는 진동 패턴의 그룹 여

부와 그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 보았다.

4) 2차 사후 인터뷰

본 실험과 1차 사후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뒤 진동 패턴과 정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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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합을 찾고자, 부득이하게 2차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6가지 진

동 패턴 중 정확도가 낮고 혼동이 된다는 진동패턴 1을 제외하고 2∼6번

의 패턴과 앞 장의 설문을 통해 도출된 7가지 정보와 어울리는 진동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종료 후 실험

의 최종 단계로 1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리워드로 지급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실험(1)의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촉각인지 실험의

정량적 결과로 진동 패턴별 정확도와 반응 속도 등을 분석한다. 데이터

는 연구자와 실험참가자가 남긴 로그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실험결

과와 1차 인터뷰를 바탕으로 활용할 진동을 선별하고, 2차 인터뷰와 설

문의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7가지 정보

에 어울리는 촉각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1. 촉각 인지 실험 결과

정확도와 속도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촉각 패턴 6개를 각각 5회씩

보낸 연구자 로그와 응답자 로그를 합친 30개의 데이터를 12명으로부터

수집한 360개의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R-studio를 활용

하여 시행하였다.

1) 정확도 분석

연구자 로그의 보낸 진동 대비 참가자의 응답 로그가 맞은 개수로 정

확도를 분석 하였다. 모든 촉각 패턴에 대한 전체 참가자의 응답 정확도

는 평균 85%(SD=11.2)로 나왔으며, 개인별 정확도는 그림[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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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15] 피험자별 촉각 식별 정확도 : a평균값
개인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워치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

을 통계분석(One-way RM ANOVA)을 통해 찾고자 하였으나 식별되지

않았다.

촉각 패턴별 평균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16]과 같이 다양한 편차

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패턴1 63.3%(SD=32.8), 패턴2 76.7%(SD=28.1),

패턴3 93.3%(SD=13), 패턴4 90%(SD=16), 패턴5 88.3%(SD=13.4), 패턴6

98.3%(SD=5.8)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16] 진동 패턴별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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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별 정확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통계분석(One-way RM

ANOVA) 수행 결과, F(5,55) = 5.899, p<.001로 6개 진동 패턴간 유의미

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6개의 패턴간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그룹

쌍을 찾기 위해 TukeyHSD로 사후검증(post hoc test)을 실시한 결과 3

가지 쌍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첫째로 6번 패턴이 1번 패턴보

다 약 29.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둘째로 3번 패턴이 1번

패턴보다 24.4%p 더 높았다(p<.05). 마지막으로 6번 진동이 2번 진동보

다 21.6%p 높았다.(p<.05)

2) 반응 속도 분석

연구자가 촉각을 보낸 시간 대비 참가자가 응답한 시간을 바탕으로

반응 속도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모든 패턴에 대한 전체 실험 참가자별

반응 속도는 평균 4.8초(SD=1.6)으로 나타났고 개인별 평균은 [그림17]과

같다. 개인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 분석(One-way RM

ANOVA)을 통해 찾고자 하였으나 식별되지 않았다.

[그림17] 참가자별 촉각 반응속도

촉각 패턴별 평균 반응속도는 [그림18]과 같이 패턴별 큰 편차를 보였

다. 구체적으로 패턴1 4초(SD=3), 패턴2 4.6초(SD=2), 패턴3 4.9초

(SD=2.1), 패턴4 5.5초(SD=1.9), 패턴5 6.1초(SD=2.2), 패턴6 3.8초

(SD=1.8)로 패턴간 반응속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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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촉각 패턴별 진동 반응속도

2. 촉각 패턴 선호도 및 혼동 여부

실험 후 1차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이 쉽고/어

려운 촉각 패턴과 서로 혼동이 되는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앞선 1

항의 결과와 본 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활용할 촉각 패턴의 개수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1

2

9

인식하기 쉬운

3번 패턴

4번 패턴

6번 패턴

3

6

2

1

인식하기 어려운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4번 패턴

[그림19] 인식하기 쉬운 / 어려운 촉각 패턴

먼저, 인식하기 쉬운 촉각과 어려운 촉각의 결과는 [그림19]와 같다.

인식하기 쉬운 패턴은 6번 패턴(9명), 4번 패턴(2명), 3번 패턴(1명)으로

나타났다. 6번 패턴의 선정 이유는 “변화가 없어서”, “중간에 놓쳐도 분

간이 쉬움”, “간단함” 등의 이유가 많았고, 4번은 “친숙해서”, 3번은 “개

6번

4번

3번 4번

2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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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 잘 식별됨”이라고 응답하였다.

인식하기 어려운 촉각 패턴으로는 2번 패턴(6명), 1번 패턴(3명), 3번

패턴(2명), 4번 패턴(1명)으로 나타났다. 2번 패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

분 “1번과 2번이 헷갈려서” 라고 답변하였다. 1번 패턴의 선정 이유도 2

번 패턴과 혼동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번과 4번의 선정 이

유는 “중간부터 들으면 3번과 4번이 혼동이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촉각 패턴간 혼동이 되는 쌍에 대해서는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1-2번

패턴의 쌍이 8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왔다. 그 외 3-4번, 3-5번 패

턴의 쌍이 혼동된다고 각각 2명씩 답변하였다.

3. 활용 촉각 패턴 선별

앞서 1,2 항의 결과를 [표10]의 형태로 종합하였다. 1,2번 패턴을 제외

하고는 정확도와 속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3∼6번 4가지 촉각 패턴은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번과 2번의 경우 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인지 정도의 어려움

을 답변 차이도 1-2번의 혼동 여부의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통계 분석에서 더 유의한 차이로 정확도가 낮은 1번 패턴

제외하고 2∼6까지의 5개 촉각 패턴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10] 활용 촉각 패턴 판단

구분 정확도 속도 인지 정도 혼동 여부

패턴 1 63.3% 4.0초 어려움(3명) 2번과 혼동(8명)

패턴 2 76.7% 4.6초 어려움(6명) 1번과 혼동(8명)

패턴 3 93.3% 4.9초 쉬움(1명),어려움(2명) 4번과 혼동(2명)
5번과 혼동(2명)

패턴 4 90.0% 5.5초 쉬움(2명), 어려움(2명)

패턴 5 88.3% 6.1초 3번과 혼동(2명)

패턴 6 98.3% 3.8초 쉬움(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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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촉각 패턴 - 정보 매핑 결과

설문조사에서 식별된 7가지 정보와 선별된 진동 패턴 5가지의 어울리

는 조합을 찾고자 실시한 2차 사후 설문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다.

5장에서 도출한 행동정보(이동, 은/엄폐, 정지, 사격개시)는 주 감각양

식이 촉각이므로 촉각 패턴이 각각 하나씩 연결되어야 하며, 상태정보

(아군접근, 위험지역, 화생방)는 촉각을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보조 감각

양식으로 활용하기로 하였기에, 3가지 정보에 하나의 동일한 촉각 패턴

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20]과 같이 2번-‘이동’, 3번-‘은폐/엄폐’, 5번-‘사격개

시’, 6번-‘정지’의 4가지 촉각 패턴은 선호하는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났

다. 반면 4번 패턴의 경우는 ‘은폐/엄폐’와 ‘상태변화’가 각각 4명씩 동률

을 이루었으나, 3번 패턴에서 더 많은 5명이 ‘은폐/엄폐’를 선호하여 동

일한 득표를 한 ‘상황변화’ 정보로 선정하였다.

[그림20] 진동 패턴별 선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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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론

촉각을 활용한 다수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실험(1)을 진행

하여 7가지 정보와 5가지 촉각패턴을 조합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 11] 7가지 정보와 5가지 촉각패턴 조합 결과

구분
행동 정보 상태 정보

이동 은폐/엄폐 사격개시 정지
아군
접근

위험
지역

화생방
상황

촉각

패턴

2번 패턴

(200,600,200,600)

3번 패턴

(600,200,200,600)

5번 패턴

(운명교향곡)

6번 패턴

(패턴 없음)

4번 패턴

(대한민국)

실험(1)의 진행간 제한점으로 초기에 각각의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진동을 제작하면 간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촉각을 활

용한 스마트 워치의 선행 연구가 없는 것과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각을 통한 직관적 정보 전달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에 꼭 맞는 디자인

원칙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각각의 촉각 패턴이 선택된

배경이나 원인을 살펴보고 디자인 원칙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동’의 2번 패턴이 가장 많은 8명이 선택한 것과 관련 응답자

들에게 이유를 확인한 결과, ‘걸음의 느낌’을 주면서 이동하는 행동의 지

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를 주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지각된

어포던스는 사회적, 경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

는 속성을 의미한다(Norman, 1999). 즉, 2번 패턴을 접하면서 ‘걷는 행

위’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고 그 행동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선택

된 가능성이 높다. 2번 패턴과 유사하게 5번 패턴의 사격개시 또한 ‘총소

리 느낌’을 준다고 하여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2번 패턴은 일정한 걸음의 느낌이 나요.” (P03, P04, P05, P12)

“2번 패턴은 빠른 행동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P02)

또한 Kobayashi et al.(2016)의 연구에서 일정한 규칙의 진동 패턴보

다 리듬이나 멜로디를 닮은 진동 리듬(Vibration Rhythm)이 더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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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진동 패턴을 특정 리듬으로 연상하려고

한 점을 볼 수 있다. 2, 3번의 일정한 진동 패턴도 ‘발자국 소리’, ‘가다가

숨어’ 같은 진동 리듬으로 연상지어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5번 패턴의 경우는 기존의 친밀한 리듬도 특정 정보와 관련

지어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진동 리듬을 연상하여 재구

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번 패턴은 트레드 밀이나 발자국 소리 같아요.”(P06)

“3번 패턴은 ‘가다가 숨어’ 하는 소리 같아요.”(P04, P12)

“5번 패턴은 가장 총소리 같아요.”(P05, P07, P10)

“5번 패턴은 발사! 소리 같아요.”(P11)

6번 패턴과 ‘정지’의 조합은 진동의 느낌이나 연상과 관련이 없어 보

이는 대신에, ‘정지’ 상황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식하기 가장

좋은 촉각패턴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6번 패턴은 위험 느낌이 나요.”(P03)

“ 6번 패턴이 길게 가장 잘 구별되서요.”(P05)

“ 중요한 것 같아서 제일 식별이 쉬운 신호로 했어요.”(P12)

4번 패턴과 상태변화 3가지 정보의 조합은 ‘대한민국’ 구호가 친근하

기는 하지만 정보와 관련하여 촉각패턴 자체에서 연상되는 것이 없고

‘중립적’이거나 ‘남는 것이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2,3,5,6번 패턴과 정보의 조합은 행동에 대한 어포던스를

주거나 유사한 소리로 연상되어, 특정 상황에서 잘 인식할 수 있는 조합

으로 볼 수 있다. 4번 패턴의 경우, 인식은 용이하지만 특별한 의미 부여

가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3가지 정보를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보조 감

각양식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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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실험 (2) : 주변시각 인지 실험

본 장에서는 스마트워치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주변시각을 선별하는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실험 (2)에서는 <연구문제 2 : 스마트 워치를 활

용한 직관적 정보 소통이 가능한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한다. 그

중에서도 <연구문제 2-2>의 주변시각의 직관적 정보 전송이 가능한지

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실험(1)과 동일하게

시각 및 인지적 주의가 필요한 마트에서 장보기의 주 임무를 수행간 총

3가지 유형으로 표현된 7가지 정보의 주변시각 정보를 전달 받고 식별된

정보의 내용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험 후 각각의 정보 유형

별 표현 방법의 선호도 관련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서 <연구문제 2-3> 정보의 내용에 어울리는 주변시각의 조합이 있

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실험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실험(1)과 동일하게 실험 연구 방법(experimental

research mothod)을 활용하였다. 실험(2)에서는 독립 변인을 글자, 아이

콘, 배경색의 3가지 주변시각 표현 유형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실험 참

가자의 반응의 정확도와 속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위해 3가지 유형의 7가지 주변시각 정보를 무

작위로 제공하여 순차적으로 왜곡된 답변을 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실험(1)과 다른 쇼핑 목록 10가지를 선정하여 중복 참가자의 선행 경험

의 요인을 줄이고자 하였다. 실험(1)과 달리 3가지 유형 x 7가지 정보로

총 21개의 정보 유형이 노출됨에 따라 정보 혼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답변의 정확도를 응답하여 정답에 확신 정도를 가중치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실험(1)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트에서 실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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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연구자가 10m 이내 거리를 두고 이동하며 진동을 보내는 방

식도 그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주의 집중 정도가 다른 상황 맥

락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험(1)의 과정간 관찰을 바탕으로 5

가지 상황 맥락을 도출하였다. 장보기 활동에서 5가지 상황맥락은 집중

도가 높아지는 순으로 ‘자유이동’, ‘섹션보기’, ‘목표이동’, ‘집중탐색’, ‘물건

집기’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자유이동 : 특별한 목적 없이 이동을 하는 상황

2) 섹션보기 : 물품의 유형을 찾기 위한 섹션을 탐색하는 상황

3) 목표이동 : 적합한 섹션을 찾고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는 상황

4) 집중탐색 : 물건을 찾기 위해 멈춰서서 찾는 상황

5) 물건집기 : 최종적으로 적합한 물건을 집는 상황

위의 상황 맥락은 실험 진행간 주변시각 정보 전달시 상황 맥락을 동

시에 수집하는 것에 활용하였다.

2. 반구조화 인터뷰

실험(1)에서 활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미리 정해 놓은 질문들을 중심으

로 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조정

하며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7가지 정보의 각각 주변시각 유형에 대한

각 정보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 유형은 무엇인지, 혼동이 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 보았다.

제 2 절 실험

실험은 [그림21]과 같이 실험을 위한 2차 프로토타입 제작에서부터 실

험 진행 사후 인터뷰까지 6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림21] 실험(2)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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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프로토 타입 제작

본 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정보와 상태변화 정보에

맞는 주변시각 양식을 매칭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

로토타입의 제작에 대해 살펴본다.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은 실험(1)에

서 활용한 아수스 젠워치2와 삼성 갤럭시노트 FE를 사용하였다.

1) 2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연구자가 오퍼레이터로서 조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험 참

가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에 다양한 유형의 주변시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22]와 같이 구성된다.

연구자의 스마트폰에서는 7가지의 정보 x 3가지 유형의 21개의 주변

시각 정보를 스마트워치에 보낼 수 있고, 보낼 때마다 밀리초(ms) 단위

의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앱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실험(1)과 동일하게 스마트워치 외에 장보기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별도의 스마트폰을 지급한다. 실험(1)과 다

른 점은 참여자가 응답의 확신도를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분석에 활용하

였다. 참가자들의 모든 응답은 밀리초(ms)단위의 시간으로 기록된다.

[그림22] 2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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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시각 정보 디자인

주변시각의 디자인을 위한 원칙 수립과 관련, 구글에서는 ‘Glanceable’

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3 이와 관련 Pradhan et al.(2014)와 Kerber

et al.(2016)은 시각적 인지 부담이 적으면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주

변시각(pheriphral vision)을 활용한 ‘eyes-free’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

를 통해 특정 활동이나 이동과 같은 기존의 활동에 방해 없이 정보 전달

이 가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변시각을 활용한 직관적인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적합한 정

보 표현 양식이 필요하다. Pearson et al.(2015)은 스마트워치의 직관적인

시각 표현 방식을 완전히 추상적(entierly abstract), 중간매개적

(Intermediate), 명백한(Explicit)의 유형들로 나누면서 정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구별되어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각각의 예로 추상적 유형

은 색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 중간매개적 유형은 의미가 담긴 이미지, 아

이콘 등을 활용하는 것, 명백한 유형의 표현으로는 텍스트를 통한 표현

등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고나 알림 메시지의 효율적인 전

달을 위한 실험에서 시지각 기호의 분류를 텍스트, 아이콘, 배경색으로

나누어 실험에 활용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Plaue et al.,2004; Zheng et

al.,2015; Chua et al.,2016;).

그러나 각 연구들은 활용한 기기나 환경에 따라 텍스트, 아이콘, 배경

색의 선호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비교 연구

는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의 정보 표현 방식을 모두 활용하

고자 한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각각의 방식을 비교 분석 후, 정보 표현

에 적합한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텍스트 방식의 표현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7가지 정보에 해당되는

문자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아이콘은 쿼리 기반의 이모티콘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4를 활

용, 앞에서 도출된 텍스트 기반 검색으로 적합한 아이콘을 선정하였다.

3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 디자인 가이드라인
https://designguidelines.withgoogle.com/android-wear/

4 쿼리 기반 아이콘 검색 사이트 https://thenoun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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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은 단색을 활용하여 군의 전투상황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는 방식이 없어서, 다양한 접근으로 색을 구성하였다. 신호등 메타포

(methapor)를 활용하여 ‘이동’, ‘은폐/엄폐’, ‘정지’에 각각 초록, 노랑, 빨

강을 활용하였고, 색채심리학의 색상이 주는 느낌에 대한 분류를 활용하

였다(문은배, 2005). ‘공포’, ‘불안’, ‘무거움’ 등의 느낌을 주는 어두운 보

라색은 ‘화생방상황’으로 선정하였다. ‘희망’, ‘조용함’, ‘젊은’ 등의 긍정적

느낌을 주는 파란색은 ‘아군접근’으로 선정하였다. ‘무질서’, ‘노후됨’. ‘엄

격’등의 어두운 주황색의 부정적 느낌을 바탕으로 ‘위험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사격개시’의 경우는 위의 선택된 색상들과 대비되어 구별이 쉬운

색으로 하얀색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인 디자인 원칙으로 배경색에서 색의 특징을 활용하여, 색으로

인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텍스트와 아이콘은 흰 바탕에 검

은색으로 통일하여 디자인 하였다.

주변시각으로 활용할 텍스트, 아이콘, 배경색의 선정결과는 [표12]과

같다.

[표12] 실험에 활용할 유형별 주변시각 선정

구분 이동 은폐/엄폐 정지 아군접근 위험지역 화생방상황 사격개시

텍스트

아이콘

(검색어) ‘go’ ‘hide’ ‘stop’ ‘allies’ ‘danger’ ‘nuclear’ ‘shooting’

배경색

초록 노랑 빨강 파랑 주황 보라 하양

(선정근거) 신호등 메타포
(희망 , 조용함) (무질서, 엄격) (공포, 불안)

색상 대비
색채 심리학의 색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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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프로토타입 구현

실험(2)에서 활용할 프로토타입의 실제 구현 모습은 [그림23]과 같다.

[그림23] 2차 프로토타입 실제 구현 모습

왼쪽의 연구자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의 버튼을 누르

면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해당 유형의 정보가 표현되는 방식이

다. T1∼T7은 텍스트, I1∼I7는 아이콘, B1∼B7은 배경색의 주변시각 정

보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1∼7의 숫자는 순서대로 ‘이동’, ‘은폐’, ‘사

격’, ‘정지’, ‘아군접근’, ‘위험지역’, ‘화생방상황’으로 각 유형과 내용에 맞

는 주변시각 정보가 전달된다. 실험(1)과 동일하게 각각의 버튼를 누르면

버튼 레이블(label) 옆에 누른 횟수가 갱신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각 패턴

을 무작위로 횟수에 맞춰서 보내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측은 실험참가자가 주변시각 정보 구분을 위해 착용할 스마트워치

와 응답용 별도 스마트폰으로 참가자가 수행해야할 쇼핑목록과 식별된

주변시각 정보의 응답을 위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쇼핑목록은 체크

리스트 인터랙션이 가능하여 쇼핑이 완료되면 체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

였다. 아래의 7가지 정보내용 응답 버튼은 누를 경우 어떤 버튼을 눌렀

는지 하단 창에 피드백 되는 형태는 실험(1)의 프로토타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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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과 달라진 점은 새로운 쇼핑 목록과 주변시각 정보 내용을 식

별하여 응답할 수 있는 버튼이 7개로 증가하고, 응답의 확신도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나누어 답변하는 3가지 버튼을 추가하였다.

최종 프로토타입의 경우는 주변시각과 촉각이 복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지만 실험(2)에서는 주변시각에 대한 측정만 하기 위해 실험(1)에

서 선별된 진동 패턴을 활용하지 않았고, 주변시각 정보의 변화 유무를

알리는 2번의 짧은 진동(200ms)을 모든 주변시각 정보에 전달하였다.

연구자와 실험참가자의 각각 앱에서는 모든 버튼 액션이 밀리초(ms)

단위의 타임 스탬프(Time stamp)와 눌러진 버튼 레이블이 CSV 파일

형태의 로그(log)가 남도록 제작하였다.

2. 피실험자 모집

스마트워치의 착용 경험이 있거나, 착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인원으로

총 12명을(남6, 여6) 모집하였다. 모집 시에는 실험의 내용에 대해 충분

한 설명과 함께 소요시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본인의 참여의사를 밝히

도록 하였다. 모집된 실험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29.7세(SD=8.4)로 [표

13]과 같이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표집하였다.

[표13] 실험(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P# 나이 성별 직업 스마트워치 경험
P01 17 F 고등학생 없음

P02 40 F 교사 없음

P03 39 F 교사 6개월

P04 24 M 대학원생 2년 이상

P05 32 M 대학원생 6개월

P06 25 M 대학원생 없음

P07 47 F 전업주부 없음

P08 29 M 대학원생 1년 이내

P09 26 F 회사원 없음

P10 27 M 대학원생 없음

P11 26 F 대학원생 없음

P12 24 M 대학원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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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진행

1) 튜토리얼

본 실험에 앞서, 7가지 정보의 3가지 유형별 주변시각 패턴 총 21개를

학습하였다. 시간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언

급할 때까지 자유롭게 부가하였다. 패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주변시각

패턴의 선정 원칙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의 학습 시간은 평균

6분(±2분) 가량 소요 되었다. 학습이 완료된 후 마트에서 장보기 수행간

활용할 앱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 실험의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하였다.

2) 본 실험

본 실험의 주 임무는 장보기로, 총 10가지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과

정에서 21개의 주변시각 정보를 연구자가 무작위로 보내면 해당 주변시

각 패턴이 의미하는 내용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내용 응답간

연속으로 내용의 확신도를 같이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품은 마트에서도 각기 다른 섹션에 위치한 물건들

로 실험(1)과 구별하여 다른 물품을 구성하였고, 21개의 신호를 보내야하

는 까닭에 찾는데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구체적 브랜드나 모양을 활

용한 물품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케이블 타이’, ‘네임펜’, ‘달무티 보

드게임’, ‘레고블럭-산타모형’, ‘12색 색연필’, ‘3M 문풍지’, ‘방향제–다우

니향’, ‘플라스틱 분무기’, ‘포토용지’, ‘축의금 봉투’를 담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장바구니와 응답용 스마트폰을

양손에 들고 이동하면서 장보기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와의 거

리를 5∼10m에서 두면서, 연구자로 인한 실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그림24]. 연구자는 7개 정보 x 3개 유형을 3회씩 총 63회를 무작

위로 발송 후에 참가자의 응답을 확인 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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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스마트 워치 주변시각 인지실험 진행 장면

3) 사후 인터뷰

본 실험의 종료 직후, 실험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복기를 위해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물어본 내용은 ‘정보별 가장 어울리는 표현 유형은 무엇

인지’, ‘인지가 어려운 정보 유형과 그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 보았

다. 종료 후 실험의 최종 단계로 1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리워드

로 지급하였다.

제 4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실험(2)의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주변시각 인지 실

험의 정량적 결과로 유형 및 주변시각 정보별 정확도와 반응 속도, 상황

맥락별 정확도 차이 등을 분석한다. 데이터는 연구자와 실험참가자가 남

긴 로그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사후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정보별

로 적합한 주변시각 선호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별된 주변시각

과 촉각 패턴을 조합한 3차 프로토타입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주변시각 인지 실험 결과

정확도와 속도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7개 정보의 3가지 유형을 3회

씩 보낸 연구자 로그와 응답자 로그를 합친 63개의 데이터를 12명으로부

터 수집한 756개의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R-studio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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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도 분석

연구자가 보낸 주변시각 로그 대비 참가자의 응답 로그를 비교하여,

정확도의 절대적 수치는 맞은 개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또한, 응답 확

신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3가지 유형별 정확도를 서로 비교

할 때는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된 정확도’를 활용하였다. ‘환산된 정확도’

에서 적용된 가중치는 응답 확신의 ‘높음’에서 정답이면 ‘3점’ / 오답이면

‘-3점’, ‘보통’에서 정답이면 ‘2점’ / 오답이면 ‘-2점’, ‘낮음’에서 정답이면

‘1점’ / 오답이면 ‘-1점’으로 처리하고 미응답시 ‘-4점’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주변시각 패턴에 대한 전체 참가자의 응답 정확도는 평균

94.6%(SD=4.7)로 나왔으며, 각 개인별 정확도는 그림[25]와 같다.

[그림25] 피험자별 주변시각 식별 정확도

각 정보의 유형별 평균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26]과 같이 나타났

다. 먼저 3가지 유형의 전체 정확도 평균은 텍스트 97.6%(SD=3.4), 아이

콘 93.3%(SD=10), 배경색 92.9%(SD=1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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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주변시각 정보의 유형별 정확도

텍스트, 아이콘, 배경색의 유형간 정확도 차이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환산된 정확도를 활용하여 통계분석(One-way RM ANOVA)

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701)=30.89, p<.001).

TukeyHSD로 사후검증(post hoc test) 결과로 아이콘>배경색***, 텍스

트>배경색***, 텍스트>아이콘**로 나타나, 텍스트 > 아이콘 > 배경색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하였다.(*p<.05, ** p<.01, *** p<.001)

다음으로 3가지의 각 유형 안에서 차이를 발견하고자 통계분석

(One-way RM ANOVA)을 실시한 결과, 텍스트와 배경색 안에선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아이콘의 경우는 F(6, 234) = 6.097, p<.001로 정보별

정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TukeyHSD

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14]와 같이 ‘위험지역’ 아이콘이 나머지

모든 아이콘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아이콘에서 ‘위험지역’과 다른 정보와의 정확도 차이

더 구체적인 분석으로 7가지 정보별로 텍스트, 아이콘, 배경색의 정

확도 차이를 밝히기 위해 통계분석(One-way RM ANOVA)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사격개시’, ‘아군접근’, ‘위험지역’의 3가지 주변시각 정보에

서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5].

구분 이동 은폐 사격 정지 아군접근 화생방

위험지역 -1.47*** -1.5*** -1.58*** -0.97* -1.4*** -1.22**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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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주변시각 정보별 유형에 따른 유의한 정확도 구분

구분 사격개시 아군접근 위험지역

정확도 텍스트,아이콘>배경색*** 텍스트,아이콘>배경색* 텍스트,배경색>아이콘***

*p<.05, ** p<.01, *** p<.001

‘사격개시’는 F(2,94)=6.726,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후검

증 결과 텍스트,아이콘>배경색으로 정확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군접근’

은 F(2,94)= 6.954, P<.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후검증 결과 텍스

트,아이콘>배경색으로 정확도 차이가 나타났다. ‘위험지역’은

F(2,94)=8.131,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TukeyHSD로 사후검증

결과 텍스트,배경색>아이콘으로 나타났다.

주의 집중의 정도에 따른 5가지 상황맥락과 관련 정확도 차이를 통계

분석(One-way RM ANOVA)해본 결과, F(4,740)=2.486, 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TukeyHSD로 사후 검증간 집중도가 가장 높

은 5단계의 ‘물건집기’를 할 때 2단계의 ‘섹션보기’ 보다 8%p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나타났다.(p<.05) 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각 3가지 유형

별 정확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통계분석(Two-way RM ANOVA) 결과

F(8,730)=14.453, p<.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4단계 ‘집중탐색’-텍

스트 조합이 1단계 ‘자유이동’-배경색**, 2단계 ‘섹션보기’-배경색*, 3단계

‘목표이동’-배경색*** 조합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p<.05, **

p<.01, *** p<.001) 이는 주의 집중이 높아지면 전체 정확도가 떨어지는

앞의 결과와 다르게, 주의 집중 단계가 올라가도 텍스트의 정확도는 배

경색의 정확도보다 높은 것이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2) 반응 속도 분석

연구자가 촉각을 보낸 시간 대비 참가자가 응답한 시간을 바탕으로

반응 속도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응답시간 산출은 정답을 맞춘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모든 주변시각 패턴에 대한 전체 실험 참가자별 반응 속도

는 평균 3.77초(SD=1.6)으로 나타났고 개인별 평균은 [그림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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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참가자별 주변시각 인지 반응속도

3가지 유형별 평균 반응속도는 [그림28]과 같이 유형별 큰 편차를 보

였다. 각 유형의 평균 속도는 텍스트 3.2초(SD=0.4), 아이콘 3.3초

(SD=0.5), 배경색 4.8초(SD=1.6)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One-way RM

ANOVA) 결과 F(2,701)=20.06,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TukeyHSD로 사후 검증간 속도가 빠른 순으로 아이콘>배경색(1.24초,

p<.001), 텍스트>배경색(1.36초, p<.001), 텍스트 = 아이콘(0.12초,

p=0.86)으로 나타나 텍스트,아이콘 > 배경색으로 반응속도를 구분하였다.

[그림28] 주변시각 정보의 유형별 반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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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형 안에서는 텍스트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아이콘의

경우는 f(6,231)=3.501, p<.01로 [표16]와 같이 ‘위험지역’ 아이콘이 ‘이동’,

‘은폐’, ‘사격’, ‘아군접근’에 비해 속도가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아이콘에서 ‘위험지역’과 다른 정보와의 반응속도 차이

구분 이동 은폐 사격 아군접근

위험지역 +2.28초*** +1.6초* +1.59초* +1.57초*

*p<.05, *** p<.001

배경색에서도 f(6,229) = 4.541, p<.001로 [표17]과 같이 정보 유형별

일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17] 배경색에서 정보 유형별 유의한 반응속도 차이

구분 정지 화생방상황

은폐/엄폐 +2.6초* +2.36초*

위험지역 +2.97초** +2.72초**

*p<.05, ** p<.01

구체적인 분석으로 7가지 정보별로 텍스트, 아이콘, 배경색의 반응속

도 차이를 밝히기 위해 통계분석(One-way RM ANOVA)을 실시하고

TukeyHSD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표18]과 같이 ‘정지’와 ‘화생

방’을 제외한 5가지 주변시각 정보에서 유형별 속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18] 주변시각 정보별 유형에 따른 유의한 반응속도 구분

구분 이동 은폐/엄폐 사격 아군접근 위험지역

속도
아이콘,텍스트>
배경색*

텍스트,아이콘>
배경색***

텍스트,아이콘>
배경색**

아이콘,텍스트>
배경색***

텍스트>아이콘,
배경색*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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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F(2,91)=3.424, P<.05로 사후검증 결과 아이콘,텍스트>배경색

으로 나타났다. ‘은폐/엄폐’는 F(2,88)= 8.034, P<.001로 사후검증 결과 아

이콘,텍스트>배경색으로 나타났다. ‘사격’은 F(2,90)=5.462, P<.01로 사후

검증 결과 텍스트,아이콘>배경색으로 나타났다. ‘아군접근’은

F(2,91)=7.751, P<.001로 사후검증 결과 아이콘,텍스트>배경색으로 나타

났다. ‘위험지역’은 F(2,82)=7.411, P<.01로 사후검증 결과 텍스트>아이콘,

배경색으로 나타났다.

상황 맥락에 따른 속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정보별 선호하는 표현 유형 분석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정보별 어울리는 주

변시각 유형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앞선 1조의 결과와 본 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활용할 주변시각 유형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험 참여자로부터 7가지 정보에 대한 유형별 정보표현 선호도를 수

집한 결과는 [그림29]와 같다.

[그림29] 각 정보에 어울리는 표현 유형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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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동’의 경우 3가지 유형을 모두 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각의 유형을 선정한 이유로 3개 유형 모두 “빨리 읽혀서”라는 의

견이 공통으로 나왔고, 배경색의 경우 4명 모두 “신호등의 초록불 같아

서 빨리 읽힌다”고 응답하였다.

‘은폐/엄폐’의 경우 텍스트 8명, 아이콘 4명이 나왔으며 배경색은 아무

도 선택하지 않았다. 텍스트가 잘 읽힌 이유로는 “글자가 짧아서”, “생각

없이 이해 가능해서” 라고 답변하였고, 아이콘을 선호한 이유는 “그림이

잘 어울려서”, “행동으로 바로 연상되어”라고 답변하였다. 배경색이 선택

되지 않은 이유로는 “노란색과 은폐 행동이 매칭이 안 되어서”, “위험지

역의 주황색과 헷갈려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격개시’의 경우 아이콘 10명, 텍스트와 배경색이 각 한명씩 나왔고,

아이콘이 잘 읽힌 이유로 “아이콘이 행동과 직결됨”, “총기가 확 들어옴”

등의 답변이 있었다.

‘정지’의 경우 아이콘 5명, 텍스트 4명, 배경색 3명으로 나타났다. 3가

지 유형 모두 “빨리 읽혀서”란 답변이 많았다.(9명) 그 중 아이콘의 경우

“빨간색이 여러 의미가 있어서 아이콘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배경색과 관련된 의견 중 “신호등 정지를 떠올려서 연상이 잘된다”는 의

견도 있었다.

‘아군접근’의 경우 텍스트와 아이콘이 각각 6명씩으로 배경색은 아무

도 선택하지 않았다.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로 “기억하기 쉬움”, “인지적

부담 적음”의 있었고, 아이콘은 “의미가 잘 드러난다”란 의견이 있었다.

‘위험지역’의 경우 텍스트 7명, 아이콘 4명, 배경색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아이콘이 화생방이랑 헷갈려서 텍스트를 선택했다”는 의견이

있었다.(4명) 배경색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로 ‘은폐/엄폐’의 노란색과 ‘위

험지역’의 주황색이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생방상황’의 경우 아이콘 6명, 텍스트 4명, 배경색 2명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 아이콘이 빨리 읽히지만 위험지역의 아이콘과 헷갈려서

텍스트를 선호하는 의견이 있었다.(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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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별 표현 유형 선정 결과

앞에서 7가지 정보와 관련 유형별 정확도, 속도, 선호도를 각각 도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차 프로토 타입에 활용할 정보별 최적의 유형을

찾고자 하였다.

정보 유형별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정확도를 주 기준으로 선정하

고, 속도와 선호도를 보조 기준으로 정하여 선별하였다. 선별 우선순위로

1) 정확도와 속도, 선호도가 모두 높은 유형 2) 정확도와 함께 속도나 선

호도가 높은 유형 3) 정확도가 같을시 속도와 선호도가 높은 유형으로 3

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선정간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정확도를 10점

척도로 환산하고, 속도(0∼10초), 선호도(n명)를 표현할 수 있는 0∼10의

y축을 가진 묶은 세로막대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7가지 정보별 표현 유형 선정 결과는 [그림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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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정보 유형별 적절한 표현 유형 선정 결과
* 정확도, 선호도가 높은 혹은 속도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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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기준으로 적용된 정보는 ‘위험지역’으로 정확도와 선호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나머지 6가지 정보는 2번 기준을 적

용하여 선정되었다. ‘이동’은 정확도와 선호도가 높은 ‘배경색’을 선정하

였다. ‘은폐/엄폐’는 정확도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아이콘’을 선정하였다.

‘사격개시’는 정확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아이콘’을 선정하였다. ‘정

지’는 정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것으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아군접

근’은 정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아이콘’으로 선정하였다. ‘화생방상황’

은 정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제 5 절 소결론

실험(2)에서는 주변시각의 직관적 정보소통을 위해서 정보 표현 방식

에 따른 주변시각 인지의 정확도, 속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19]와 같은 최적의 조합을 도출하였다.

[표19] 정보별 주변시각 선정 결과

추후 디자인 원칙의 도출을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 가지

표현 유형이 혼합된 것과 관련한 원인을 탐색해 보았고, 두 번째로 각각

의 매칭된 정보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1. 표현 유형이 혼합된 시각화의 용인 가능성

도출된 주변시각 정보는 텍스트 유형이 3개, 아이콘 유형이 3개, 배경

색 유형이 1개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 Norman(1988)이 제시한 사용성

을 높이는 인터랙션 디자인의 6가지 원칙 중 ‘디자인은 일정한 패턴이나

예측가능한 일관성(Consistency)을 바탕으로 회상이 쉬워야한다’와 상반

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행동 정보 상태 정보

이동 은폐/엄폐 사격개시 정지 아군식별 위험지역 화생방 상황

주변시각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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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연계된 기능이나 역할을 ‘회상

(call)’하는 것 보다 정보를 전달 받을 때의 즉각적인 ‘행동(act)’을 위한

판단 지원으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교통표지판의 디자인 원칙이 행동 유도성(percieved

affordance)을 우선으로 다양한 표현 유형의 조합이 용인되는 점을 적용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Shinar et al.,2006)

이와 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힌 Shinar et al.(2006)이 제시한 교통표지

판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 및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주변시각 선정의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정보별 주변시각 선정 이유 탐색

‘이동–초록색’의 조합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신호등을 통한 빈도

(Frequency) 높은 표현으로, 이동이란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속성

을 바탕으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신호등 메타포를 활용

한 ‘은폐’의 노란색이나 ‘정지’ 빨간색의 경우는 노출 빈도는 높지만, 전

투 상황이라는 가정 안에 단일 기능성(Singular functionality)를 만족하

지 않아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빨간색은 위험이라고 생각나서 정지와 헷갈려요.”(P10)

“노란색과 은폐가 잘 매칭이 안 돼요.”(P11)

‘사격-아이콘’의 조합은 아이콘이 총기 모양과 직결되는 물리 호환성

(Physical compatibility)이 높아 사격 행동을 빠르게 연상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아이콘이 사격 반응속도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P09)

“총기 모양이 눈에 확 들어와서 구별이 잘 되었어요.”(P10, P12)

‘은폐/엄폐, 아군접근 – 아이콘’의 조합은 표현된 기호가 전달하고자

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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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Conceptional compatibility)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은폐 아이콘이 은폐 행동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P09)

“아군접근 아이콘은 아군의 의미가 잘 나타나 아이콘이 빠르게 느껴졌어

요.”(P08)

‘정지, 위험지역, 화생방 – 텍스트’ 조합의 경우는 해당 정보의 상황

맥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참여자들은 다른 정보들에 비해 해

당 정보들을 생존에 직결되는 긴급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

는 실험결과 분석간 상황맥락별 주의 집중이 높은 상황에서 텍스트의 정

확도가 높은 것과 연관지어, 집중도가 가장 높아지는(위험한) 지점에서

빠르게 읽히는 텍스트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일 식별이 쉬운 글자를 선택했어요.”(P12)

“위험지역의 해골 아이콘은 화생방의 위험이랑 비슷하게 헷갈려서 텍스트가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P1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 지원을 돕는 시각적 기호를 구상할 때

3가지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첫째,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를 밝히고, 둘째, 텍스트, 이미지, 색

등의 표현 유형이 그러한 행동을 빠르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

히 근거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변시각 정보들 중

에서도 상황의 위험성에 따라 구별된 위계의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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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사용성 평가

본 장에서는 주변시각과 촉각이 조합된 프로토타입의 사용성 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연구문제 3 :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개별 전

투원의 정보 소통은 작전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1)과 실험(2)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프로토타입을 구

현하여 실제 전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현역/예비역을 활용한 테스트

를 실시한다. 테스트 기준은 프로토타이핑으로 전달된 정보에 맞는 행동

의 정확성과 속도를 측정하고 실험 후 사용성 평가 설문을 활용하여 평

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 3-1>의 전투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

서 본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3-2>의 단일 감각 대비 멀티모달 감각 활용의 효과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연구문제 3-3>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연구방법

1. 프로토타입 테스트

앞에서 도출된 주변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프로토

타입을 실제 사용대상 및 사용환경과 유사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역/예비역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전투 게임

을 하는 중에 프로토타입을 활용토록 하였다. 평가자들은 전투 게임 중

에 지휘관이 전달하는 정보에 맞는 사전에 약정된 행동을 취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에 따른 행동의 정확도와 속도를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테스트의 구체적인 방법은 실험(1),(2)와 같이 연구자가 정보를 전달

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오즈의 마법사(wizard-of-oz) 방법을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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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를 위한 척도로 시스템 전반의 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SUS(System Usability Scale; Brooke, 1986)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UBS(User Burden Scale, 2016)를 활용

하였다.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최초 10개

문항은 SUS 평가로, 이후 20개 문항은 UBS로 나눠진다. UBS는 사용의

어려움(difficulty of use), 신체적(physical), 시간과 사회적 맥락(time

and social), 정신/감정적(mental and emotional), 프라이버시(privacy),

경제적(financial)측면 등 여섯 가지 측면에 대한 다면적 평가로 구성되

어 있다(Suh et al., 2016, 이상국 등 2017: 25 재인용).

3. 반구조화 인터뷰

미리 정해 놓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되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유연

하게 질문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조정하며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사용

후 소감, 잘 식별되거나 혼동이 되는 정보, 개선 및 보완점 등을 물어 보

았다.

제 2 절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그림31]과 같이 실험을 위한 3차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부터 실험 진행 사후 인터뷰까지 5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림31] 사용성 평가 설계

1. 3차 프로토타입 제작

실험(1),(2)를 바탕으로 주변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모달

감각의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해 살펴본다. 프로토타입은 실험(1),(2)에서

활용한 아수스 젠워치2와 삼성 갤럭시노트 FE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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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연구자가 오퍼레이터로서 조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험 참

가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에 7가지 정보의 멀티모달 감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32]와 같이 구성된다.

연구자의 스마트폰에서는 7가지의 정보별 멀티모달 감각을 스마트워

치에 보낼 수 있고, 평가자들의 동작 유형에 따른 평가를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버튼 액션이 밀리초(ms) 단위의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앱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그림32] 3차 프로토타입 구조 설계

2) 멀티모달 감각 조합

실험(1)에서 도출된 정보별 진동패턴과 실험(2)에서 도출된 정보별 주

변시각 방식의 조합은 표[20]와 같다.

[표20] 정보별 멀티모달 감각 조합

구분
행동 정보 상태 정보

이동 은폐/엄폐 사격개시 정지 아군식별 위험지역 화생방 상황

주변

시각
(초록)

촉각

2번 패턴

(200,600,200,600)

3번 패턴

(600,200,200,600)

5번 패턴

(운명교향곡)

6번 패턴

(패턴 없음)

4번 패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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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프로토타입 구현

사용성평가에서 활용할 프로토타입의 구현 모습은 [그림33]과 같다.

[그림33] 3차 프로토타입 실제 구현 모습

왼쪽의 연구자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의 버튼을 누르

면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워치에서 해당 유형의 정보가 표현되는 방식이

다. ‘이동’, ‘은폐’, ‘사격’, ‘정지’, ‘아군접근’, ‘위험지역’, ‘화생방상황’의 버

튼을 누르면 각 내용에 맞는 주변시각과 촉각이 동시에 전달된다. 실험

(1),(2)와 동일하게 각각의 버튼를 누르면 버튼 레이블(label) 옆에 누른

횟수가 갱신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각 패턴을 무작위로 횟수에 맞춰서 보

내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가로 연구자가 보낸 정보에 맞는 행동을

평가자가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맥락은 ‘즉각반응’, ‘지연반응’, ‘오

동작’, ‘교정반응’, ‘무반응’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즉각반응 : 정보 전달과 동시에 맞는 행동을 한 경우

2) 지연반응 : 정보 전달 후 지연 후에 맞는 행동을 한 경우

3) 오동작 : 정보 전달 후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

4) 교정반응 : 오동작 후 맞는 행동으로 수정한 경우

5) 무반응 : 정보 전달 후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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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맥락 평가는 연구자가 행동의 정답여부와 스마트워치 화면을 지

속 관찰하는 중에 비디오 레코딩을 병행하여 정확도와 반응속도 산출을

위해 활용하였다.

연구자의 앱에서는 모든 버튼 액션이 밀리초(ms) 단위의 타임 스탬프

(Time stamp)와 눌러진 버튼 레이블이 CSV 파일 형태의 로그(log)가

남도록 제작하였다.

평가자에게 제공된 우측의 컨트롤러는 WII 게임기의 컨트롤러인 위모

트(Wiimote)와 눈차크(Nunchunk)를 결합할 수 있는 재퍼(Zapper)라는

총모양의 컨트롤러로, 평가자에게 게임 간 실제 소총을 파지한 것처럼

두 손으로 휴대토록 요청 하였다.

2. 평가자 모집

현역 / 예비역 중 스마트워치의 착용 경험이 있거나, 착용하는데 제한

이 없는 인원으로 총 10명을 모집하였다. 현역 6명은 민간대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군장교 출신의 대학원생으로 모집되었고 4명은 예비

역 장병으로 모집하였다. 모집 시에는 실험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과 함께 소요시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본인의 참여의사를 밝히도록 하

였다. 모집된 실험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31.6세(SD=3.7)로 [표21]과 같

이 20∼30대로 구성되었다.

[표21] 사용성 평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U# 나이 성별 병역구분 직업(년차) 스마트워치 경험
U01 32 M 해군장교 9년차 없음

U02 35 M 육군장교 12년차 1년 이내

U03 34 M 육군장교 10년차 없음

U04 27 M 육군병장 대학원생 6개월

U05 34 M 육군장교 10년차 없음

U06 37 M 공군장교 14년차 1년 이내

U07 34 M 공군장교 9년차 없음

U08 27 M 육군병장 대학원생 없음

U09 27 M 공군병장 대학생 6개월

U10 29 M 육군병장 대학원생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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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진행

1) 튜토리얼

본 실험에 앞서, 총 3가지의 숙달과정이 요구되었다. 첫 번째는 시계

를 착용하여 7가지 멀티모달 감각을 익히는 것으로 시간은 개인차를 고

려하여 스스로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언급할 때까지 자유롭게 부가하였

다.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멀티모달 감각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하

였다.

두 번째는 각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행동 요령으로 연구자가 직접 행

동을 보이며 행동요령을 학습시켰다. 각 정보별 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표22]와 같은 가이드 문서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였다.

[표22] 정보 유형별 행동 요령 가이드

구분
행동 정보 상태 정보

이동 은폐/엄폐 사격개시 정지 아군식별 위험지역 화생방 상황

주변

시각
(초록)

촉각

2번 패턴

(200,600,200,600)

3번 패턴

(600,200,200,600)

5번 패턴

(운명교향곡)

6번 패턴

(패턴 없음)

4번 패턴

(대한민국)

행동

요령

한발
앞으로
갔다 뒤로

무릎앉았다
일어나기

게임상
사격

일시
동작금지

총을 내리기
게임상
조준상태
유지

방독면 쓰는
시늉

정보 유형별 행동요령의 선정 방식은 1) 게임 내에서 적용되는 실제

동작 2) 실제 행동과 유사한 동작 2) 게임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게

임내 실시로 평가 몰입도를 보장 3) AR 게임을 하는 도중에 정보를 받

고 행동하는 것의 식별/평가가 쉬워야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행동요령은 게임 내 행동과 실제 행동으로 나뉘는데, 사격, 위험지역,

아군접근의 경우 게임 내 행동으로 총을 쏘거나 조준모드로 진입, 총을

내리기를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5가지는 참여자가 실제 행동을 해야 하

는 것으로 숙달이 될 때가지 자유롭게 시간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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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로 AR 게임 조작법을 알려주고 숙달 시간을 자유롭게

부과 하였다. 참여자들의 학습 시간은 평균 20분(±3분) 가량 소요되었다.

2) 프로토타입 테스트

테스트의 주 임무는 AR게임을 진행 중에 무작위로 스마트워치에 정

보가 전달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은 Wii기

기를 활용하여 ‘콜 오브 듀티4 모던 워페어’5라는 전쟁 게임을 활용하였

다. 그 중에서도 초반이라 난이도가 쉽고 다양한 전투장면이 있는 ‘Act

1-2 Charlie Don’t Surf’ 시나리오를 플레이 하는 것으로 모든 평가자에

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몰입감을 위해 빔 프로젝터와 별도 스피커를

연결하여 [그림34]와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34] 프로토타입 테스트 진행 장면

연구자는 7가지 정보를 5회에 거쳐 총 35회를 전송하고 평가자의 행

동에 따라 응답맥락을 평가하였다. 연구자의 평가 누락 확인/보완 및 지

연 반응시 시간 계산을 위해 별도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디오 레코딩을

병행하였다. 영상 녹화간 밀리초(ms)단위의 시간이 영상에 동시 기록되

는 ‘타임 스탬프 카메라’라는 앱을 활용하였다.

5 Activision 2007년작으로 가상의 현대전을 배경으로한 1인칭 액션 게임,
https://www.callofduty.com/modern-warfare-rema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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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 평가 설문 및 인터뷰

테스트 종료 후 SUS와 UBS가 합쳐진 30문항의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종료 후 사용 소감, 개선 및 보완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후

최종 종료 단계로서 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제 3 절 사용성 평가 결과

본 절에서는 사용성 평가의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정량적 결과로 멀티모달 감각을 활용한 정보별 정확도와 반응

속도, 응답맥락을 활용한 오류 유형 등을 분석한다. 데이터는 연구자와

실험참가자가 남긴 로그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사용성 평가 척도 2

가지(SUS, UBS)의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사후 인터뷰를 통해 개선 및

보완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 제안과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

프로토타입의 테스트 기준인 정확도와 속도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7개 정보를 5회씩 보낸 연구자 로그와 응답자 로그를 합친 35개의 데이

터를 10명으로부터 수집한 350개의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

는 R-studio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1) 정확도 분석

연구자가 보낸 정보에 따른 참여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수집

한 연구자의 로그와 녹화된 영상을 통해 정답 여부를 검증한 후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모든 주변시각 패턴에 대한 전체 참가자의 응답 정확도

는 평균 96.69%(SD=4.4)로 나왔으며, 각 개인별 정확도는 [그림3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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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프로토타입 테스트간 행동 정확도

각 정보의 유형별 평균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36]과 같이 나타났

다. ‘이동’은 92%(SD=16.8), ‘은폐/엄폐’는 98%(SD=6.3), ‘사격개시’는

100%, ‘정지’는 98%(SD=6.3), ‘아군접근’은 98%(SD=6.3), ‘위험지역’은

96%(SD=8.4), ‘화생방상황’은 96%(SD=8.4)로 나타났다.

[그림36] 멀티모달 정보 유형별 행동 정확도

단일 감각 대비 멀티모달 감각의 효과 검증을 위해 참여자들의 촉각

의 정확도, 주변시각의 정확도, 멀티모달 감각의 정확도를 종합하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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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One-way RM 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144)=11.45, p<.001). TukeyHSD로 사후검증 결과 멀티모달감각>촉

각(11.8%p, p<.001), 주변시각>촉각(9.6%p, p<.01)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나 정확도 비교간 멀티모달, 주변시각 > 촉각으로 볼 수 있다. 멀티모

달이 주변시각보다 2.3%p가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p=0.74)

2) 반응 속도 분석

연구자가 촉각을 보낸 시간 대비 참가자가 반응 혹은 무반응의 맥락

을 연구자가 입력한 시간을 바탕으로 녹화된 비디오의 기록된 시간과 비

교하여 검증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응답시간 산출은 정답을 맞춘 데이

터만 활용하였다. 모든 감각모달 정보 대한 전체 참가자별 반응 속도는

평균 4초(SD=0.66)으로 나타났고 개인별 평균은 [그림37]과 같다.

[그림37] 참가자별 멀티모달 행동 반응속도

반응속도와 관련, 단일 감각 대비 멀티모달 감각의 효과 검증을 위해

참여자들의 촉각의 속도, 주변시각의 속도, 멀티모달의 속도를 종합하여

통계분석(One-way RM 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F(2,1326)=22.47, p<.001). TukeyHSD로 사후검증 결과 멀티모달감

각>촉각(-0.8초, p<.001), 주변시각>촉각(-1.13초, p<.001)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나 전체 반응속도 비교 결과로 주변시각,멀티모달>촉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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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주변시각이 멀티모달보다 0.3초 빠른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

3) 오류 분석

응답맥락에 따른 응답 유형은 [표23]과 같이 나타났다. 무반응은 총

9건 중 ‘이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동작의 경우는 ‘위험지역’에서만

2건이 발생하였다. 지연반응은 위험지역에서 1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

고, 은폐 8건, 이동 5건, 아군접근 3건, 화생방 2건, 사격 1건, 정지 0건으

로 모든 정보유형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표23] 프로토타입 테스트간 응답 유형분류

구분 이동 은폐 사격 정지 아군접근 위험지역 화생방

무반응 4 1 0 1 1 0 2

오동작 0 0 0 0 0 2 0

지연반응 5 8 1 0 3 12 2

즉각반응 41 41 49 49 46 36 46

(건수)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위험지역’이 지연반응과 오동작이 발생한 원인

을 지켜본 결과, ‘사격’이나 ‘아군접근’시 총을 쏘거나 내리는 행동은 명

령과 게임 내 행동이 일치하여 명확한 것에 비해, ‘위험지역’은 게임 내

조준을 해야 하는 행동으로 즉시 연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2.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1) SUS(System Userbility Scale)

SUS 응답의 평가는 10명이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홀수 문항은 긍

정적인 문항이며 짝수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별도의 환산 과정을 거

쳐 100점으로 계산한다. 환산은 홀수 문항(1,3,5,7,9)의 결과에 1을 빼고,

짝수 문항(2,4,6,8,10)의 경우 5에서 각 문항의 결과를 빼서 모든 점수를

더하고, 이에 2.5를 곱하면 전체 점수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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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문항별 환산 점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24]과 같고, 환산한 점

수는 높을수록 각 문항과 관련, 정보시스템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산한 점수들을 합산한 결과 전체 평가 점수는 73점(SD=9.1)

으로 나타났다.

[표24] SUS 문항 목록 및 점수 환산

구분 문항 내용
환산점수

평균*

1번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2.2

2번 이 시스템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3.7

3번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운 것 같다 1.8

4번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이 필요하다
2.9

5번 이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잘 통합되어 있다 1.4

6번 이 시스템은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4.1

7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사용법을 매우 빨리 배울 것

같다
1.5

8번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귀찮다 4.1

9번 이 시스템을 매우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1.9

10번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4.1

* 환산점수는 높을수록 시스템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

이는 Bangor(2008)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용

도 범위(acceptanility ranges) 기준에서 ‘수용가능한(acceptable)’으로, 형

용사 평가(adjective ratings)에서는 ‘양호한(good)’ 점수에 해당한다[그림

38].

[그림38] Bangor의 SUS 평가 기준 출처: Bangor et al.(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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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용성이 높은 반면, 3,5,7,9번 항목은 환산 점수가 낮아 점

수 분포에 대한 통계 분석(One-way RM ANOVA)를 시행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81) = 23.355, p<.001). TukeyHSD를

활용한 사후검증 결과, 특히 2, 10번 문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5번의 경우는 직관적인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하였

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항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스템이 복잡하

지 않아 학습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2,10번),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빠르게 배우기도 어려워 자신감 있는 활용이 제한된다(3,5,9번)라고 볼

수 있다. 사용과 배움의 어려움은 각각의 감각과 정보를 매칭하여 외우

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연구과정에서 측정된

학습시간이 평균 3∼5분 정도로 짧았고, 한 차례의 평가에서만 나온 것

으로, 러닝커브 효과(learning curve effect)6 등에 입각하면 개선될 여지

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UBS(User Burden Scale)

UBS 설문은 6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1∼4번 항목은 사용의 어려움(difficulty of use), 5∼7번은 신

체적(physical), 8∼11번은 시간과 사회적 맥락(time and social), 12∼15

번은 정신/감정적(mental and emotional), 16∼18번은 프라이버시

(privacy), 19∼20번은 경제적(financial)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

한 평가는 6개의 각 항목별 평균을 활용하여, Suh et al.(2016)이 제안한

UBS 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다[그림39]. 평가의 주요 중점은 사용

자의 전반적인 부담을 측정하고 이런 부담이 어떤 항목에서 특별히 나타

나는지를 구별하여 추후 시스템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6 과제를 수행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같은 일을 하는 것의 효율이 증대되는 효과
(Ebbinghau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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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UBS(User Burden Scale) 평가 가이드라인 출처: Suh et al.(2016)에서 재인용

UBS의 전체 점수는 0.62로 중간의 C에 해당하였다. 각 항목별 점수

로 사용의 어려움은 1.23(C), 신체적 0.57(C), 시간과 사회적 0.65(B), 정

신/감정적 0.53(C), 프라이버시 0.1(A), 경제적 0.65(C)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들이 1보다 낮은 점수인 것에 비해 사용의 어려움이 1.23으

로 높은 것과 관련 사용자들의 개별 응답을 통계분석(One-way RM

ANOVA, TukeyHSD)을 해본 결과 사용의 어려움 점수가 나머지 5개

항목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185)=10.161, p<.001) 이는

SUS에서도 나타났듯, 멀티모달 감각을 활용한 정보 소통에는 충분한 학

습의 기회와 시간 부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담이 낮은 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스마

트워치를 개인 중심의 착용된 장치로 여기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간과 사회적 맥락의 부담이 낮은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을 통한 시간성 공유의 정보 요구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후 인터뷰 결과

1) 전투현장에서 활용 가능성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개별 전투원의 정보 소통과 관련해서 평가 참여

자들은 기존의 수기 및 수신호를 그대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하

였다. 기존의 완수신호나 수기 신호를 보려면 사격이 가능한 시야 밖으

로 신호 발신자를 봐야하는 점을 개선하면서 더 생존성 있는 전투 행동

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소총을 파지한 상태에서 손목

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정보 전달이 가능하여 기존의 경계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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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각 유지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신호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전에서 공간이 분리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U05)

“손목 위치를 눈으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화면을 살짝 돌려 놓으니까

사격 중에도 짧은 순간 봐도 눈에 확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U06)

“(총기) 조준점이랑 화면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시야각이 고정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U09)

활용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 외에도 실제 전투현장에서 활용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평가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먼저, 멀티모

달 감각에 대한 수 분(minutes)의 암기만으로 효과를 측정하기엔 단기기

억력에 의한 결과로 나올 수 있어, 충분한 학습과 사용 빈도를 늘려야

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게임 상에서 연구자가 맥락에 맞게 명령

을 전송했지만 실제 팀 단위 활동에서 기존의 지휘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분 정도만 외워서 했는데, 주기적으로 교육을 반복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

질 것 같아요.”(U01)

“실제 지휘하는 사람이 팀 단위로 상황에 맞게 테스트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

요.”(U02)

2) 멀티모달 감각 활용에 대한 개선점

평가자들은 촉각과 주변시각 감각양식의 각각의 활용과 관련된 소감

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촉각 패턴의 도출 과정에서부터 마트 장

보기와 전투 게임과의 몰입도와 상황이 다르므로, 5개의 촉각 패턴을 모

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동의 시

작점을 인지 못했을 때, 전체 패턴의 인식이 어려운 진동들이 있어 ‘짧은

혹은 긴’과 같은 패턴의 명확하고 단순화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행동정보’의 촉각 우선활용과 관련해서, ‘정지’와 ‘사격’의 진동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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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게 된

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프로토타입 테스트간 행동 정확도의 분석에서 ‘사

격’과 ‘정지’가 가장 높은 정확도(98%)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모든 정보에 대한 주변시각 / 촉각의 무조건적

이중화보다, 위급하거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강조를 위해 1∼2가지 정도

의 구별된 패턴으로 활용하면 ‘촉각만으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도 있었다.

“진동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몇 개만 한정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

요.”(U02, U03)

“첫 진동이 길고 짧음에 따라 진동에 집중하거나 시각에 집중해야지라는 전

략이 생기더라구요. 근데 첫 진동을 못 느끼고 중간부터 느끼면 패턴을 인

지하기 힘들어요. 중간부터라도 구별 가능한 포인트가 필요해요” (U10)

“정지와 사격은 진동이 명확하게 식별 되었어요.”(U01,U03, U04, U07, U09)

“진동은 정지나 사격 같은 급박한 상황에 한정해 주는 것이 더 잘 인식이 될

것 같아요”(U02)

“가장 위험한 상황의 신호는 전기 자극(저주파)도 좋을 것 같아요”(U04)

주변시각의 경우는 잘 읽히는 것과 행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다른 것

으로 구분하는 의견이 많았다. 빠르게 의미를 파악이 가능한 표현 방식

이 있었지만 무조건 즉각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진 않아, 행동 유도를 우

선하는 메시지가 담긴 시각 형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텍스트가 제일 잘 보여요. 아이콘은 의미를 읽고 무엇을 해야할지 한번 더

생각해야하는 것 같아요.”(U07,U10)

“초록색의 신호등 의미, 사격개시의 총 그림은 직접 행동해야하는 것으로 느

껴져서 빨리 읽힌 것 같아요”(U08)

“이동과 은폐엄폐는 확실히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행동과 명확하게 연결

이 되는 것 같아요.”(U09,U10)

또한, 주변 시각 표현의 방식과 관련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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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내용으로 색상을 아이콘이나 텍스트에 혼합 적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노출의 위험이 있으니 외부에서 식별이 어려운 시각적

기호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노출 위험이 있으니 우리만 알도록 도형, 색을 조합하면 좋겠어요”(U05)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빨간색을 글이나 아이콘에 섞어서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U06)

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점을 크게 3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촉각 패턴은 위급하거나 중요한 정보의 강조를 위해 단순화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구별이 용이하였던 ‘사격’과 ‘정지’는 그대로 활용한

다. 나머지 진동은 주변시각의 보조적 역할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머지

촉각 패턴의 선정은 짧게 진동이 구별되고 시작점이 앞의 ‘사격’(100ms)

와 ‘정지’(4000ms)와 명확하게 다른 3번 촉각패턴(600m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읽기 쉬운’ 혹은 ‘느끼기 쉬운’ 보다는 실제 행동을 유도하는 행

동 유도성(perceived affordanc)이 높은 표현 방식을 선택한다. 실험(2)에

서 이미 행동 유도성을 바탕으로 선택된 색과 아이콘은 그대로 활용하

되, 일부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실제 명령이나 구호 등으로 변경

하여 행동 유도성을 높인다.

셋째, 위급한 상황 정보에 대해 정보의 위계차이가 필요하다. 사용자

인터뷰에서 도출된 색을 추가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험(2)의 소결론에서 정보의 위급성에 따라 빨리 읽히는 텍스

트의 선호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텍스트로 된 ‘정지’, ‘위험지역’,

‘화생방상황’의 3가지 정보에 붉은 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표현 방식은 [표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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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사용성 평가를 통한 개선점의 적용안

구분
행동 정보 상태 정보

사격개시 정지 은폐/엄폐 이동 아군식별 위험지역 화생방 상황

주변

시각

정지!
(빨강) (초록)

위험
지역!
(빨강)

가스!
가스!
가스!
(빨강)

촉각

5번 패턴

(운명교향곡)

6번 패턴

(패턴 없음)

공통 패턴
(600,200,200,600)

제 5 절 소결론

사용성평가에서는 실험(1)과 실험(2)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실제 전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현역/예비역

을 활용한 테스트와 사용성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실제 활용을 통한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단일 감각을

활용한 것보다 멀티모달을 활용할 때 정확도와 속도가 개선되는 것을 발

견하였고, 일부 행동유도로 이어지지 않는 정보 표현방식에 오류가 발생

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SUS와 UBS를 통한 시스템과 사용자의 부담에 대한 설문 결과

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성이 우수하고 사용자 부담이 적은 반면,

각각의 감각과 정보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일부 사용의 어려움이 2가지

척도에서 모두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학습과 기회가 제공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사후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의 개선방향으로 1)촉각 패턴 단순화

2)행동유도성이 높은 표현 방법 활용 3)위급한 정보의 위계 구분의 3가

지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스템 개선에 활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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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수색/정찰을 하는 개별 전투원이 생존성을 보장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제안하

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개별 전투원들이 수색/정찰 상황

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스마트워

치를 통한 개별 전투원이 활용할 정보의 직관적인 소통을 위한 촉각과

주변시각을 활용한 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셋째, 앞의 과정을 통해

개별 전투원이 작전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 : 개별 전투원이 수색정찰간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를 검증을 위하여 개별 전투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

하기 원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의 정보요구를 도출하

였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워치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였다. 선

별된 정보는 적절한 행동을 이끄는 행동정보와 전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상태정보 두 가지 유형으로 총 7가지 정보를 선별하였다. 행동정보에 해

당하는 것은 이동 중에도 즉각 인지 후 행동이 필요한 ‘이동’, ‘은폐/엄

폐’, ‘사격개시’, ‘정지’의 4가지를 도출하고, 촉각 우선, 주변시각 보조의

감각양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태정보는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는 것

이 중요한 정보로서 ‘아군접근’, ‘위험지역’, ‘화생방상황’의 3가지를 도출

하고, 주변시각 우선, 촉각 보조의 감각양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직관적 정보 소통이 가능한가?>

와 관련, 전투원이 수색정찰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빠르고 직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촉각과 주변시각 감각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가

지 정보에 어울리는 촉각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1)과 주변시각 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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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기 위한 실험(2)를 실제 인지적, 시각적 주의가 필요한 in-situ의

장보기 상황에서 각각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촉각 패턴과 주변시각의 표현 유형을 선별하였다.

실험(1)에서 선택된 촉각의 경우는 1) 촉각 패턴이 특정한 소리나 행

동을 연상하는 경우 선호도가 높았고, 2) 특정 정보와 연결되면서 새로

운 유형의 리듬이나 소리로 연상하면서 행동유도성(perceived

affordance)을 부여하려는 촉각 패턴의 재해석이 발생하였다.

실험(2)에서 선택된 주변시각의 경우는 표현방식의 유형에 따라 텍스

트, 아이콘, 배경색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1) 촉각과

유사하게, 시각적 기호가 가진 행동유도성에 따라 선호도가 나뉘었고 2)

정보와 연결된 각각의 기호들이 내포하고 있는 물리적·개념적 호환성,

노출 빈도에 따라 혼합된 구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문제 3: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개별 전투원의 정보 소통은 도움

이 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앞에서 선별된 촉각과 주변시각 감각을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모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실제 사용대상과

환경을 유사하게 하기 위해 10명의 현역/예비역을 대상으로 AR전투게임

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량적, 정성적 결

과로 수색정찰 활동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다중의 감각을 활용한 방식의 효율성을 밝히기 위해, 단일 감각양식

을 활용한 실험(1),(2)와의 정확도와 반응속도 비교 결과, 멀티모달 활용

시 정확도와 속도가 개선됨을 밝혀냈다.

또한 사용성 평가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 2∼3개의 촉각 패턴을 활용하여

잠깐 느끼거나, 중간부터 느껴도 구별 가능하도록 단순화가 필요하며, 2)

행동유도성이 높은 표현을 위해 실제 군에서 사용 중인 구호나, 명령 체

계를 이미지화 하여 활용하고, 3) 위급한 상황이나 정보의 중요성에 따

라 정보 표현의 위계 구분을 통해 더 빠르고 쉽게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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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인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군 정보시스템 설계

간 디자인 제언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개별 전투원의 필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시스템 설계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수색/정찰 상황에서 손을 쓰기 어렵고 시각적

주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착용”의 기기 형태를 선호한다고 도출된

것처럼 개별 전투원의 전투유형에 맞는 정보 요구와 기기의 활용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병과, 주특기 등의 임

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판단 지원의 유형에 따라 지휘관은 지도 형태의 작전 구상

에 도움이 되는 태블릿∼스마트폰 류를 선호하거나, 개별 전투원은 빠

르고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형태를 선호한 것처럼 사용자 중

심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보와 활용기기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보표현 방식은 ‘빨리 읽기’보다는 ‘즉각 행동’이 더 중요

직관적 소통을 위한 7개 정보에 맞는 촉각과 주변시각을 활용하여 정

보를 ‘빨리 읽기’의 측면인 인지의 정확도와 속도가 우수한 조합을 만들

어 냈고 멀티모달을 활용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용성 평가를 통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빨리 읽는 것을

넘어서 즉각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유도성(Perceived Affordance)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촉각 및 주변시각을 활용시 정보에 어울리는 행동에

대한 연상이 되는 소리, 구호, 혹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보와 그에 따른 행동의 연계지점에서 익숙한 표

현방식이 무엇일지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워치를 통한 정보 표현이 수평적인 것 보다는 그 안에서

도 위험성이나 중요성을 구분할 수 있는 위계를 가진 정보표현의 구분을

통해 인지적 부담을 더 줄이면서도 빠른 행동유도를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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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멀티모달 정보로 자동 연동 제안

스마트워치가 가진 다양한 센서와 기능을 바탕으로 현재의 멀티모달

정보를 지휘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연동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스마트워치의 스펙으로, 별도의 하드웨어의 향상 없이도 음성

인식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휘자의

명령 체계를 음성으로 하달시 다양한 감각양식으로 자동변환이 가능하다

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놓치지 않고 정보를 습득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음성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 터치나 두드림(tapping) 형태

의 대안적 인터랙션도 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직관적 정보소통을 위한 두 차례 실험을 마트에서 장보기 임무를 수

행하며 인지적, 시각적 주의를 끄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전투상

황과 동일시하여 결과를 해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소하고자 사용성 평가에서 AR전투 게임을 활용하였지만, 역시 실제

전투 상황으로 가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오즈의 마법사

(wizard-of-OZ)를 활용한 하나의 프로토타입만을 활용한 점은, 팀 단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해서 실제 상호 소통이 되는 고도화된

(high-fidelity) 프로토타입을 활용하고, 분대 전투 상황의 구현이 가능한

군의 교육기관이나 에어소프트 게임장에서 팀 단위 활용을 통한 평가와

개선이 요구된다.

제 4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학술적, 국방력 강화, 융합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전투 정보를 임무의 특성에 맞게 공간의 유

형과 활용 측면의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한 것과 기존의 지도보기 형태의

정보 증강이 아닌 주변적이고 다양한 감각 형태의 전달을 혼합하여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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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확한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국방력 강화의 차원에서는 전투원인 사용자의 내부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실제 행동과 의견을 통해 해결을 찾고자 하는 연구과정은

효율성 높은 장비 도입을 위한 국방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상의 데이터 암복호화, 사용자 측면의 인증 등의 보안성은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보 활용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정보보

호에 앞서 어떤 정보가 활용되고 보호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선행과정으

로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가 ‘착용’을 관점으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점, 다양하고 저렴해진 센서 기술을

연동해서 동작, 음성,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통한 암복호화 과정등이 제안

된다면 사용성이 높은 정보시스템과 그에 맞는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합 연구로서 정보적 관점에서 군 작전활동과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인지적 관점에서 기존 정보 교환 방식의 문제 제기 및

공학적 기술을 통한 시스템 제언을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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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 of decision support service to

assist individual combatant's search 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 Using smart watch's peripheral vision and

tactile interface -

Han, Sangkyu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force stands for network-centric warfare. It is a

futuristic combatant that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t can

measure distance and direction using various sensors including GPS,

and can handle information wirelessly using image processing device.

It is conceptually drawing.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r

development on practical information systems on how individual

information can be utilized by individual combatants.

It is also a problem that can be directly linked to survival by

looking at the selected information quickly and intuitively in order to

search for and defeat enemies among the many information of the

battlefiel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emy. For this purpose,

the main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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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hat the combatants need in the field of search /

reconnaissance action, which is searching and destroying the enemy,

and to search for means to intuitively recognize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it is highly likely that SmartWatch will be

introduced to individual member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ystem

for individuals to use, and related research suggests that simple and

rapid information delivery through notification is a key function. To

design an inform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we sought information intuitively for search /

reconnaissance, which is the basic mission of individual combatants

facing enemi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experts who

are skilled in experience and doctrine, and obtained five information

needs for search / reconnaissance.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information that can be implemented by SmartWatch, we selected two

categories of ‘Act information’ and ‘Status information’ and a total of

seven information items.

Through the two experiments, a sensible peripheral vision and

tactile sense were selected, and then a multi - modal based prototype

was created using both senses. The prototype was used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the active / reserve users. As a resul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through behavior measurement, UBS, and SUS

evaluation showed that it was an information system suitable for use

in search 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After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sability evaluati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was derived.

Three improvement points were derived.1) Simplification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wo or three

tactile patterns by feeling briefly or feeling from the middle. 2) For

the expression that has the affordance, we utilize the slog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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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verbal which is actually used in our military. 3) Finally, it

has been shown that it should be able to be used more quickly and

easily through hierarchical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urgent situation or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information needed for military

activities from an information point of view and proposes the

information system of individual combatants through smart watch

using engineering technology based on the design principles of user

perspective.

keywords : Smartwatch, decision support, multi-modal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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