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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상현실 과 증강현실  (O_hjkWb K[Wb_jo6 OK& (:k]c[dj[Z K[Wb_jo6 :K&

등의 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현실 세계와의 결

합이 x×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은 주로 를 통하여 현실 . OK AF=

혹은 상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기술로서 w상의 디 ( 

지털 환경에 진입한 사용자w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OK 

끼는 현존감 을 성공적인 콘텐츠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Ih[i[dY[& OK 

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은 자유로운 움직임이 w능한 입체 적인 . OK

공y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기존 디지털 기기의 스크린에 국한되는 

평면적인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와는 다른 새로운 ( GNB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몰입과 현존감을 높일 필요w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활용한 인터랙션이 권장되는 OK

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연구w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변화양상과 의 특성 현존감을 이  OK ( 

루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터페이스  발을 위해 몸의 움직

임과 경험 기반의 체현 인지 관점의  념메타포를 이용하여 의 기OK

능과 연결된 직관적 몸짓을 통한 새로운 메타포 의 w능성(F[jWfheh&

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은유적 제스처를 바탕으. (F[jWfheh_Y&

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 후 사용자평w를 OK 

통하여 은유적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w 현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w 의 인터페이스에 더욱 . OK

쉽게 직관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사람들이 환경에서 OK 

보다 향상된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상현실 s터페rc디ts 현존감 은유적 제c처 개념메타포, , , , 

학  번 - 2017-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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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A의 V경과 목적1 

w속화되는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의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와  

상호작용을 w능케 하는 인터페이스 또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w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O_hjkWb K[Wb_jo6 OK&( (:k]c[dj[Z K[Wb_jo6 :K&( 

실 등의 현실과 디지털세계를 결합시켜주는 새로운 기(F_n[Z K[Wb_jo6 FK&

술들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한 기존 디지털 기기의 

스크린에 국한되는 평면적이고 y접적인 상호작용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

게 되었다 더불어 여러 기업들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형적 . (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w능하게 하는 

나 촉x 및 제스처 인터페이스 등 더 다양한 MWd]_Xb[ Ni[h Bdj[hfWY[(MNB& ( 

감x기관을 이용한 디지털 정보와의 상호작용이 w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 

환경변화 속에서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결합하고 두 세계y( 

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음성 제스처 등의 다양한 인터랙션 방식을 적용하( 

여 진정한 에 다ww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GNB(GWjkhWb Ni[h Bdj[hfWY[&

었다.

그러나 완전한 몰입형 w상환경을 제공하는 의 경우 그 활용성과 발  OK

전w능성에 비해 의 하드웨어 비용과 불편한 A[WZ cekdj[Z Z_ifbWo(AF=&

사용성 부족한 콘텐츠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용자들의 참여w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마찬w지로 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터페. ( OK

이스의 연구 또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 현실에 디지털 정보를 결합하는 과는 달리 사용자w . OK :K ( 

새로운 디지털 세계 완전히 몰입되어 자신이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감x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존감 은 사. (Ih[i[dY[&

용자의 경험의 질을 높이는 w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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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많은 콘텐츠의 인터페이스는 기존 디지털 환경의 인터페이스 방OK 

식을 그 로 이용하거나 기존 비디오 게임기와 유사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등 w상환경에서의 현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연구  발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w상환경 내 인터페이스와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의 구축과 현  

존감의 향상을 위해 의 환경적 특성 및 현재 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OK OK

터페이스 사례의 특성 그리고 한계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신체를 사용한 인터랙션이 w능한 w. 

상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 에 사용되( GhWfh_Y Ni[h Bdj[hfWY[(GNB&

는 메타포 와는 다른 시x에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메타포(c[jWfheh& OK 

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역동적 신체 활동이 w능한 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OK ( 

인터페이스 메타포 연구의 바탕이 되는 원리로서 와 EWaeff Cehdied(-54,&

의  념 메타포 의  념을 활용한다  념 메타포의 (CedY[fjkWb F[jWfheh& . 

원리를 바탕으로 기능과 연관하여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신체를 이용한 직( 

관적 몸짓을 통한 새로운 메타포로서 은유적 제스처 를 (F[jWfheh_Y ][ijkh[&

발견하였다 이러한 은유적 제스처를 기반으로 w상환경 내 인터페이스의 . 

적절한 형태와 인터랙션 방식을 탐구하여 최종적으로 에 한 이질감을 ( OK

줄이고 사용자들이 느끼는 현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발굴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물로 w지의 기능을 위한 인터페이. 1

스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실험 참여자들의 시험적 평w를 통하여 제스( 

처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사용성과 의 현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OK

였다.

제 절  연A의 U법2 
 

의 현존감의 향상을 위해 다음 그림 과 같은 연구 방법 및 절차 OK T -)-U

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의 정. ( OK

의와 특성 현존감의 정의와 현존감 향상을 위한 주요요소w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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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한다 동시에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 OK 

주류를 이루는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한다OK .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의 현존감 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신체 및 행위OK

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제스처 인터랙션을 새로운 인(WYj_ed& OK 

터페이스를 위한 메타포로서 문제점의  선 방안으로서 제시한다 인터. OK 

페이스에 적합한 제스처 도출을 위하여 제스처의 분류 및 제스처 인터랙션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의 제스처 인터랙션 ( OK

현황을 조사하여 제스처어휘  발을 위한 토 를 마련한다 또한 의 추. ( OK

상적 무형적 기능에 한 제스처 도출을 위한 기반으로  념메타포에 한 ( 

선행연구를 도출하여 제스처 어휘  발에 활용한다 이후 실험을 위한  . OK 

기능 선정 그리고 선정된 기능에 따른 제스처 어휘 도출 그리고 제스처 ( ( 

인터랙션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고 사용자 

실험 및 현존감에 한 평w를 진행한다 실험 및 평w를 통해 본 연구에서 . 

제시한 제스처 인터랙션 기반으로  발된 인터페이스w 현존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그림 [ 1-1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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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s터페rc와 s터Ib의 변화2 

제 절  사용t s터페rc의 변화1 

인터페이스의 본래의 의미는 화학 분야에서 나온 용어로 사전에 따른 사  ( 

전적 정의는 두 물질의 경계w 분리되는 면‘ ( &’面 -&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후 인터페이스는 제품 디자인의 영역에서 쓰이면서 인y이 어떤 도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상호관계 기계와 사람의 접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는 인터페이스를 물질적 상이 아니라 인. ;edi_[f[( G.(.,,/( f.03&

y의 신체 도구로서의 상 특정목적을 지닌 행위w 서로 상호 작용하는 ( ( 

차원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날카로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w위에서 손. 

잡이 부분이 없으면 인y이 제 로 다룰 수 없는 것처럼 인터페이스w 없( 

으면 도구도 없으며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제품사용자의 행위의 범위를 결( 

정한다 그러므로 인터페이스는 산업디자인의 핵심  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컴퓨터와 정보기기의 발달 이후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x되었고  ( 

컴퓨터와의 상호 작용에서 인터페이스의 존재w 없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특

정 업무의 수행은 불w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라는 용어w 컴퓨터와 휴 전화 등 디지털 정보기기(Ni[h Bdj[hfWY[( NB&

의 사용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측면을 말하는 용어로 주로 

쓰였으며 그중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 GNB

이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에 국한된 정보를 물리적 세계로 끌어온 를 통한 유형  MNB

적 인터페이스의 지속된 연구와 음성인식 햅틱 멀티터치스크린 등의 발전( ( 

을 통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등으로 마우스와 손w락으로 표되던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는 매 체의 형태와 패턴이 다양해졌다 다양한 감x기관을 .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인터페이스 연구를 통해 인터페이스는 스크린으로부

1) The Editors of Encyclopædia Britannica. (1998, July 20). Encyclopædia 
Britannica. Retrieved from http://www.britannica.com/science/interface-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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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탈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과 로 표되는 w상의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현실과의 융합은 인 OK :K

터페이스의 역할을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및 . OK :K 

기술을 넘어선 은 현실 속에서 w상의 객체와 실재하는 사물이 뒤섞여 FK

존재함으로써 현실의 경계를 확장하고 w상과 현실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 

만들어 어느 것이 실재인지 구분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페이스. 

의 면 이 더 이상 스크린 또는 기계의 조작부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의 ( &面
신체를 둘러싼 공y 곳곳으로 확장되게 하였다.

본 절 에서는 최근 기술동향과  발 사례를 통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발 

전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그에 따른 인터랙션의 변화를 함께 탐구하여 향. ( 

후 현실과 점차 융합되는 디지털 정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발전 w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발전과 메타포 -. 

컴퓨터의  발 이후 컴퓨터와 인y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AkcWd 

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터페이스는 Cecfkj[h Bdj[hWYj_ed(ACB& ( 

인y과 컴퓨터w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도구 로 주로 해석되고 있“ ”
다 컴퓨터 환경에서 인터페이스는 두 w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 한 w. ( 

지는 마우스 프린터 등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다른 한 ( ( 

w지는 스크린에서 보이고 조작하고 반응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비물질적인 ( (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컴퓨터 환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의 등장은 컴퓨터 및 정보기  GNB

기의 등장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초기 컴퓨터는 질문이나 명령어를 직접 . 

입력하는 방식의 문자 사용자 인터페이스ChWhWYj[h ki[h _dj[hfWY[(CNB6 &( 

또는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로 사용자와 CeccWdZ)b_d[ _dj[hfWY[(CEB6 &

소통하였다 이는 일반인 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명령어로 수행되었으며. ( 

컴퓨터의 응답 또한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에 능

숙한 숙련자들만이 컴퓨터의 능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의 시작은 마우스 등의 컴퓨터 입력 장치의  발과 함께 한다 GNB . 스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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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연구소 의 는 (LjWdfehZ K[i[WhYh Bdij_jkj[6 LKB& =ek]bWi Ed][bXWhj -52.

년 라는 공이 밑에 달려있는 오늘날의 마우스의 시초QR Iei_j_ed BdZ_YWjeh

w 되는 제품을  발하였다. 

제록스 팰로앨토 연구소에  (Q[hen IWbe :bje K[i[WhYh C[dj[h 6 I:KC& 

서  발한  제록스 알토 와 이후  발된 제록스 스타(Q[hen :bje( -53/&

는 아이콘 폴더 마우스 등을 통해 좀 더 직관적이고 (Q[hen LjWh( -54-& ( ( 

w시적인 w 적용된 컴퓨터의 시작을 알렸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GNB . T .)-U

같이 는 파일 휴지통 등 실제 사무실의 작업환경에서 볼 수 있는 직관GNB ( 

적인 형태를 메타포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한 빠( 

른 추론을 w능하게 하여 새로운 인터페이스 환경에 한 사용자들의 불편

함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데스크탑 메타포로 표되는 실생활의 물체의 형태에 한 시x적   

은유는 이후 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년 출시된 GNB . -540

의 매킨토시는 마우스의 사용과 :ffb[ PBFI(P_dZem( BYed( F[dk( WdZ 

로 표되는 의 도입으로 시장에서 최초의 성공을 거두었다 매Ie_dj[h& GNB . 

킨토시는 최초로 마우스를 이용해 파일과 폴더를 끌어다놓는(=hW]#=hef&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피지컬 인터랙션을 구현하( 

기도 하였다..& 현재 컴퓨터 환경을 장악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HL 

 발한 는 를 구현한 윈도우 을 년에 출시하였다F_Yheiefj GNB -., -541 . 

그림 제록스 스타 의 맥킨토시 윈도우[ 2-1] , Apple , Microsoft 1.0
  

이후  발된 x종 들은 점점 발전되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 진화하였  GNB 

으나 기본적으로 평면적 스크린 화면의 아이콘 폴더 등의 사용과 마우스( ( 

2) 제록스 스타에서 윈도우 까지 진화의 역사 O'Neill, S. (2011, Oct. 4). ‘ 8 ’ GUI .…
CIO, IDG Korea Ltd. Retrieved from http://www.ciokorea.com/news/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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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조작과 이동 등 전체적인 의 큰 틀에서는 오랫동안 벗어나지 GNB

못하였다 이후 휴 용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손w락이나 스타일러스 펜. 

으로 터치 후 조작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터치스크린 . 

기술은 다양한 w능성과 편의성을 사용자들에게 w져다주었으나 여전히 디( 

지털 정보와 그 조작을 오로지 작은 디스플레이 공y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

고 촉x 등 신체의 다양한 감x을 배제한 평면적인 경험을 사용자에게 w( 

져다준다는 한계점을 w지고 있다. 

제품의 외형과 인터랙션의 관계변화..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제품과의 상호작용의 형태는 계속해서 바

뀌어 왔다 에 따르면 상호작용 w능한 제품의 발전의 역. C.P. ?h[di(.,,2& ( 

사는 현재까지 크게 w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의자 칼 등 단0 ( (-& ( 

순한 형태의 산업화 이전의 수공예 제품 단계(hWdZ)YhWfj[Z fheZkYji&( (.&

시계나 공장의 드릴 등 기계장치w 적용된 제품단계(c[YhWd_YWb fheZkYji&( 

전화 오디오 등 전기로 작동하는 전자제품 단계 그(/& ( ([b[Yjh_YWb fheZkYji&( 

리고 현재의 단계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전자제품의 단계(0& ( )

로 이어지며 변화되어 왔다([b[Yjhed_Y fheZkYji& ./&

그림 제품 상호작용의 모델의 변화 [ 2-2] (Frens, 2006. pp.14-27)

제품 인터페이스의 역사는 제품에 내재된 기능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그림  T

의 제품 상호작용의 모델 변화처럼.).U  점차 그 기능과 형태w 불일치 되

3) Frens, J. W. (2006). Designing for rich interaction : integrating form, 
interaction, and function. Eindhoven: Technische Universiteit Eindhoven. pp.14-27.  
DOI: 10.6100/IR6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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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수공예 제품의 단계에서는 도끼와 같이 제품의 형태를 보면 바로 . 

그 사용방법이 이해되는 단순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w능하였다 루이스 설( . 

리반의 의 구호처럼 형태로부터 기능을 연상할 수 ‘?ehc febbemi fkdYj_ed’ (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점차 기계화를 거쳐 전자제품으로 발전하는 과. 

정에서 기계 내부에 내재된 기능이 점점 복잡해져 사용자w 잘 디자인된 (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으면 제품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어려워졌다 산업혁. 

명을 거치며 발달된 기계문명은 이라 불리는 버튼 다이얼‘AWhZ Cedjheb’ ( ( 

조이스틱 등을 디자인하여 복잡한 기계의 조작부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버. 

튼 다이얼 등의 은 실제 제품의 기능과는 동떨어지긴 했으( ‘AWhZ Cedjheb’
나 여전히 그 조작부의 사용방법만은 외관으로 충분히 유추w w능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달로 단일 기계는 더욱 무한한 w능성을 w지게 되었  

으며 더욱 복잡해진 기계는 더 많은 조작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 . 

더 많은 기능을 위하여 계속해서 버튼이나 다이얼 등을 추w하기에는 제품

이 w진 공y은 한정적이었다 이렇듯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 및 의 발달을 통해 기계적 조작 인터페이스w 아닌 GNB ‘Lefj Cedjheb’
이라 불리는 디지털 그래픽 인터페이스w 정착하게 되었다.0& 현재 우리는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정보기기에서 다

양한 형태의 를 통해 기능을 수행한다GNB . 

라 불리는 디지털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컴퓨터나 모바일 디스플레이   GNB

내에 존재하는 메뉴 아이콘 등으로서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경계를 희미( (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작부를 디스플레이 내. 

에 배치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제품의 외형 이 기능에서 완벽히 탈피( (?ehc&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 디지털 정보기기는 그 형태와 기능에 서로 상. ( 

관이 없다 번째 상호작용 모델과 같이 를 통한 기술과 컨트롤의 . 0 GNB

단계 볼륨 컨트롤의 와 같은 추상화된 기호 를 통해 사용자들은 Yekfb_d] ( ') &

사용을 위한 정보를 얻게 되며 구체적인 제품의 형태 자체에서 정보를 얻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의 조작부의 그래픽화로 인해 인y이 w진 촉x과 운동 능력  

4) MacKenzie, I. S. (2012). Human-computer interaction: An empirical research 
perspective. Newnes.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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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직접적 조작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디지털 세계와 물( 

리적 현실이 스크린 안과 밖으로 분리됨으로서 제품 사용자에게 감x적 경

험의 불만족을 느끼게 하였다.   

제 절 신체를 활용한 새로운 s터페rc 2 

디지털 기기의 고도화로 인해 수많은 기능들이 스크린 뒤로 감춰지면서 인 

y이 w진 많은 감x기관과 신체의 기능을 활용한 능력들은 불필요해졌다. 

모든 기능들은 단순한 손w락 터치나 음성명령을 통해 실행 될 수 있게 되

었다 이렇듯 단순화된 인터랙션은 인y에게 많은 편의성을 w져다주었으나. ( 

반 로 신체 감x 운동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현실과 디지털 세계와의 괴

리 또한 w져다주었다.  

디지털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다시 신체의 활용도를 높이고 스크린의 제약  

에서 탈피함으로서 디지털 세계와 실생활과의 조화를 꾀하려는 연구는 신체

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체현인지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체현인지. ( 

또는 체화된 인지 라 불리는 이론은 신체와 정신을 ‘ (EcXeZ_[Z Ye]d_j_ed&’
별 의 것으로 구분하여 마음과 행동의 이원성을 주장하는 데카르트적 이론

에 바탕을 둔 기존 인y의 인지 이론에 반기를 든 이론으로 신체에 바탕을 

둔 운동 감x 경험이 인y의 지식 형성의 인지적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 이론에 기반을 둔 인터랙션 연. 

구는 체화된 인터랙션 이라고도 불리며 인y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 ’ ( )

신체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기존 디지털 기기에. 

서 잘 사용되지 않던 신체의 감x기관과 운동능력을 이용한 새로운 인터페

이스의  발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거리감을 줄이고 자연스( 

러운 상호작용을 w능하게 하기 위한 많은 시도w 있어왔다.

비접촉식 동작인식 인터페이스-. 

영상처리를 통한 동작 자세 인식 적외선 동작인식 센서 등의 발달은 스  + ( 

크린에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했던 기존의 터치스크린 인터랙션 방식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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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접촉식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디스플레이 . 

영역에 한정되었던 인터랙션을 스크린 바깥으로 나오게 함으로서 디지털 기

기와의 상호작용의 지평을 넓혔다.

그림 은 를 이용한 댄스 게임 시리즈의 제스처 인터 T .)/U D_d[Yj ( ;FP 3

페이스의 사진이다 사의 등이 w장 표적인 비접촉식 .  F_Yheiefj ‘D_d[Yj’ 
제스처 기반의 기술로서 는 와 연동하여 사용하며 적외선 카( D_d[Yj QXen ( 

메라 등을 통하여 차원 깊이정보를 추적하고 사람의 동작인식을 통해 게/ ( 

임조작에 반영하였다 는 년 말 발매된 닌텐도 에 응하여 . D_d[Yj .,,2 m__

발매되었는데 닌텐도 는 ×학센서로 w리키는 방향을 인식하는 다이렉( m__

트 포인팅 디바이스를 탑재하고 기울기나 거리감도 인식하는 무선컨트롤러( 

를 통해 이전에 없었던 동작인식에 기반을 둔 실감형 인터페이스 운동 다r ( 

이어트와 연계된 게임 출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는 신형 시리즈. ;FP 3

에서 자동차 내부에 제스처 컨트롤을 적용 숨겨진 센서를 통해 손의 움직( 

임을 차원으로 파악 및 운전자의 의도를 해석하여 조작하는 제스처 기반 /

인터페이스를  발하였다 이는 운전자와 안전과 직결된 운전 환경에서 스. 

크린을 응시하고 버튼을 찾아 누르는 행위를 줄여주고 운전에 집중하며 y( 

편한 동작으로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림 의. T .)0U  

의 는 테이블이나 벽에 스크린을 투사하여 사용할 수 LHGR Qf[h_W MekYhv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멀티 터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터치스크린 프로

젝터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 Qf[h_W MekYhv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였다 사용자w 의 앞에서 공중. Qf[h_W MekYhv

에서 손w락을 초w량 들고 있으면 모션 인식 센서 카메라w 사용자의 손- ( 

짓을 인식하고 y단한 손w락 동작으로 클릭 드래그 음소거 등을 실행할 (r (r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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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게임 시리즈의 쉬보드 제스처 컨트롤T .)/U QXen D_d[Yj ‘=WdY[ C[djhWb’( ;FP 3

그림 제스처 컨트롤T .)0U LHGR Qf[h_W MekYh v

 스크린의 제약을 벗어난 디지털 환경과 실생활과의 조화는 이미 많은 연 

구자들의 관심사였다 의 와 교. FBM F[Z_W EWX IhWdWl F_ijho IWjj_[ FW[i

수 등의 연구진들은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중에서도   그림 의 T .)1U 의 경우에는 년 강연에서 L_njh L[di[ .,,5 ME=

발표된 기술로서 그동안 관심을 w졌던 현실을 디지털 세계로 치환하는 방( 

식을 반 로 구현하여 디지털 세계의 정보를 실생활로 끌어내는 데에 집중( 

하였다 는 특별히  발된 웨어러블 목걸이형 디바이스에서 프. L_njh L[di[

로젝터 빔을 쏘아 벽이나 빈종이 손바닥 등을 화면 즉 인터페이스의 면( ( 

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손동작을 인식하는 내장 카메라로 비 물리적( & . 面
인 스크린을 y단한 손w락의 제스처로서 조작한다 이 . L_njh L[di[ 프로젝 

트는 나 글래스 없이 프로젝션만으로 을 절묘하게 구현해내어 AF= FK 현

실과 디지털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린 중요한 연구로서 평w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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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연 영상[ 2-5] Sixth Sense TED 

촉x 인터페이스.. 

눈 귀 코 손 등 신체의 x 부분을 통하여 느껴지는 오감은 사용자의 감  ( ( ( 

성적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특히 촉x은 시x에 비해 그 중요. 

도w 떨어진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촉x은 인y의 w장 기본적인 감x이며 ( 

직접 제품을 만졌을 때의 신체접촉에 의한 촉감은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w

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자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촉x 피드백 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사용자에게 촉  (f[[ZXWYa&

x피드백을 주어 풍부한 사용경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햅틱 기

술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햅틱이란 촉x 피드백을 이용하는 기술로. 

서 터치스크린의 버튼 및 화면 전환 등 조작 시의 움직임을 진동 및 진폭 ( 

등에 따라 만들어진 촉x 효과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경험의 폭을 늘

려준다 의 맥북은 마우스를 신하는 손w락 트랙 패드에서 전기적 . :ffb[

자극을 통해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감x을 느끼도록 착x을 유도하

여 사용자의 조작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

촉x의 감x 경험은 현재 및 의 발달과 맞물려 더욱 몰입할 수   OK FK (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w 더욱 필요한 분야이다. L[di[ 

는 년 열린 에 출품된 제품으로 손에 끼우는 웨어러블 장치]bel[ .,-4 CEL ( 

를 통해 w상의 물체와 손을 움직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 

어 햅틱 피드백 장치를 통해 약y의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또한 마찬w지로 년 에 출품된 .,-4 CEL MWYb_c 그림 T .)2U은 발에 신는 신

발 형태의 제품으로 사용자w 을 착용한 채 을 발에 신고 걸어 ( OK MWYb_c

다니면 지형에 따라 모래 또는 눈을 밟는  기분을 주거나 전기w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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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감x을 선사한다 아직은 완숙되지 못한 기술이기는 하나 디지털 . ( 

정보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자에게 촉감을 전달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림 사의 [ 2-6] Cerevo Taclim

/. MWd]_Xb[ Ni[h Bdj[hfWY[

는 픽셀을 기반으로 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신 사용자의 물리적 환  MNB ( 

경에 맞는 물리적으로 유형화된 형태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는 신. MNB

체를 이용한 동작 인식과 촉감의 감x경험 전달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w 직접 만지고 이동시킴으로서 체감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로 . ( 

구현하여 사용자와의 지x능력 및 운동능력 그리고 감성과도 밀접한 관련( 

을 갖는다 는 그의 연구에서 에 해 주판의 예시와 같. A. Bih__(.,,4& MNB

이 입력 과 출력 즉 제어 와 표현 의 구분이 없이 통합된 방식의 인“ ” “ ”( “ ” “ ”
터페이스인 것이 일반적인 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 GNB . ( MNB

핵심 특성으로서 첫째 유형의 인터페이스의 디지털 정보와의 결합 둘째( ( ( 

에서의 물리적 조작이 제어수단으로서 작용되는 것 셋째로 물리적인 표MNB ( 

현과 디지털의 표현이 균형적으로 결합되어 사용자의 지x에 이용되는 것을 

들어 설명하였다.1&

 

5) Ishii, H. (2008). Tangible Bits: Beyond Pixels.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gible and Embedded Interaction (TEI'08),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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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7] SandScape (In the Children's Creativity Museum in San Francisco), 
Reactable,(an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Music Bottles(MIT)

  

테이블탑 방식의 는 MNB 그림 와 같이  T .)3U 현재 주로 전시 교육 등의 용( 

도로 사용되고 있다.  의 에서 만든 FBM F[Z_W EWX MWd]_Xb[ F[Z_W Ghekf

는 모래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밀어 조정하는 촉x 인터페이스로LWdZLYWf[

서 마치 어렸을 적 자주 했던 모래놀이를 하는 감성을 전달하며( ( Fki_Y 

의 경우 xx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의 소리w 담겨있는 병의 ;ejjb[i ( ( ‘ ’ 
코르크 마 를 손으로 열면 해당 음악이 연주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실

제 음악이 병에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성을 사용자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시x 촉x 청x 등 인y의 감x을 모두 동원하여 현실 세계의 객. ( ( 

체 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직관적인 사용성과 흥미 감성을 (eXj[Yj& ( ( 

제공하여 몰입을 높인다. 

그림 은 의 연구에서 와 의 디지털 정보와 현실 .)4 A. Bih__(.,,4& GNB MNB

y의 단절과 직 y접적 접촉을 도식화한 것이다 의 경우 디지털 정보( . GNB

와 현실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조작은 마우스 등을 ( 

통해 y접적으로만 조작이 w능하다 무형의 디지털 정보w 메타포의 형태. 

를 띠고 아이콘 등으로 표현되어 모니터를 통해 현실에 보이게 된다 그에 . 

비해 는 디지털 정보에 유형적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촉x적 피MNB ( 

드백을 를 통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손에 쥐어지는 물리적 . 

감x에 더불어 비디오 소리 등 무형적 피드백을 동기화 하여 부족한 유형( 

적 피드백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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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8] 왼쪽 와 오른쪽 에서의 디지털정보와의 인터랙션 GUI( ) TUI( ) (Ishii, 2008. 
pp.17-18)

이러한 는 한 물리적 객체를 y접적으로 조작하여 직접 조작하 MNB jWd]_Xb[

는 것 같은 감x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착x이다 그러나 는 디지털과 . MNB

현실 y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 일조하는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와 모두 디지털 정보와의 인터랙션에 있어 한계w 있다  GNB MNB . 

앞에서 언급하였듯 는 모니터를 통한 y접적 평면적 인터랙션만을 요GNB ( 

구하며 를 통한 디지털 정보와의 상호작용은 모두 단절되어 마우스 등( GNB

의 장비를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에 비해 는 물리적  체. MNB

를 조작하지만 물리적  체에 적용될 수 있는 피드백의 변화w 제한적이다. 

에 이용되는 유형적 객체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w 있기 때문MNB

이다 그러므로 실제 입력에 현실의 신체의 움직임과 물리적 조작이 수반되. 

었더라도 출력되는 피드백은 주로 무형적 디지털 정보의 피드백에 불과하( 

여 디지털 세계와 현실세계 y의 y극을 느끼게 한다 은 이러한 괴리감. OK

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정보 처리 플랫폼으로 손꼽히고 있다. 

은 완전한 w상의 그래픽을 통하여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고 를 OK ( AF=

착용한 사용자로 하여금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y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의 움직임을 통한 물리적 조작을 w능하게 하고 w상의 환경 내에서 지x( 

적 착x을 유도해 사용자에게 유형적 무형적 피드백을 모두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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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상현실 s터페rc3 

제 절 의 특a1 20

스크린의 한계 허물기-. 

디지털환경은 컴퓨터의 성능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사용자에게   ( 

몰입의 환경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의 영역은 오랫동안 컴퓨터와 모바일 기

기의 스크린이라는 좁은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장비의  . AF=

발과 센서를 통한 인식 기술 또한 카( ( 메라 영상 분석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의 모니터 환경에 국한되었던 w상의 디지털 환경이 현재 급부상중인 과 OK

기술을 응용한 등 기존 스크린의 제약에서 벗어난 포스트스크린의 :K FK 

시 로 발전할 수 있는 w능성을 열어주었다.

스크린의 틀을 허무는 데 있어 과 만큼 표적인 기술은 없다  OK FK . 

등은 기기로서 시장을 선점한 표적 기HYkbki E_fj( AMC O_l[ OK AF=

기이다 기술은 완전 몰입형 환경을 제공해 현실과 분리시키는 만의 . OK OK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영화 동영상 게임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 ( . 

두 눈의 시야에 맞추어 볼록렌즈로 좌 우측 안구에 맞는 적절한 상을 맺히( 

게 하고 넓은 시야x으로 현실감을 증 시켰다 그러나 은 그 활용 w( . OK

능성에도 불구하고 라는 하드웨어를 별도로 장만해야하는 w격 부담AF=

감 또한 의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멀미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 AF= ( :K

등에 비해 그 보급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 표주자인 는 미래형   FK Gee]b[ GbWii :K 기반 모바일 기기의 AF=

선발 주자라 할 수 있다 눈에 착용하는 안경형태의 기기에서 음성 안구 . ( 

초점 인식 및 y단한 터치 조작으로 사진촬영 전화걸기 네트워크 연결 등( ( 

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시장에 출시되지는 못했( 

다 는 의  발로 현재 w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 F_Yheiefj AebeE[di FK 

글래스 기기를 선보인 기업이다 는 자신이 위치한 공y을 차원 . AebeE[di /

스캔하여 그저 눈앞에 부유하는 현실과 분리된 이 아닌 공y에 맞게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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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형태 x도w 제어되는 현실과 결합된 객체와 인터페이스를 선보( :K 

였다 테이블 위 벽면과 같은 사물의 형태에 맞는 인터페이스로 현실세계. ( 

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일체감을 달성하였다. 

은 전문기업 와 관련 스타트업 를 인수  ?WY[Xeea OK HYkbki :K FLJK=

하여 차세  스마트글래스  발에 박차를 w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K 

다 또한 소셜 등의  발을 통해 플랫폼의 선점을 위한 노력 또한 . OK OK 

계속되고 있다. 

그림 T /)- HYkbki E_fj( Gee]b[ GbWii( F_Yheiefj AebeE[diU

그림 은 등 현황 의 표적 기 T /)-U HYkbki( Gee]b[( F_Yheiefj OK( FK

기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에 초점을 맞추어OK ( 

의 특성과 콘텐츠 내의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방식을 고찰하고OK OK ( 

현황 인터페이스의 한계점 발견과 그 한계를  선할 수 있는 w능성의 OK 

탐색에 주안점을 둔다.

의 정의 및 특성.. OK

은 컴퓨터를 통해 인공으로 생성된 w상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해  OK

주는 기술로서 주로 를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다 은 현재 교육( AF= . OK ( 

의™ 오락 예술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활용w능성이 ( ( (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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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로서 그의 동 ‘O_hjkWb K[Wb_jo’ C. EWd_[h ( 

™였던 과 함께 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M. S_cc[hcWd OIE K[i[WhYh OK 

고글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최초의 w상으로 구현된 현실의 상업화를 

위해 힘썼다 그는 을 원초적인 감x의 입력을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 OK ‘
인공적 정보와 체하여 사용자w 현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다고 생x하( 

게 만드는 기술 이라 정의하였다’ . 

은 현재 를 통해 경험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  OK AF=

다 그 이유는 몰입형 환경을 사용자에게 경험시키기 위한 w장 편리한 수. 

단이 를 통해 완벽하게 시 지x을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F= t . 

등의 연구자들 또한 의 정의를 고글과 장갑을 통하여 구Dhk[][h(-55-& OK

현된 차원 현실이라 지칭하였다 에서 재인용 그러나 단지 / .(Lj[k[h( -55. &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 것은 아니다AF= OK . 

는 그의 논문에서 고글 장갑 등 일련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Lj[k[h(-55.& ( 

서 그것을 이라 부를 수는 없으며 은 특정한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OK ( OK

w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2&

과 의 책   Lh[hcWd ChW_](.,,/& ‘NdZ[hijWdZ_d] O_hjkWb K[Wb_jo 6 Bdj[hfWY[( 

에서는 의 주요특성을 다음과 같이 w지로 정:ffb_YWj_ed( WdZ =[i_]d’ OK 0

리하고 있다 첫 번째 w상세계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상상. ( (O_hjkWb mehbZ( 

의 공y 두 번째 몰입 정신적 몰입 또는 육체적 감x을 통한 &( ( (Bcc[hi_ed( ( 

몰입 상태를 뜻하며 정신적 몰입은 자주 환경에 한 ( ‘L[di[ ef fh[i[dY[’ 
즉 현존감을 느끼는 상태라고도 불림 세 번째 감x적 피드백&( ( (L[dieho 

고글 장갑 센서 등을 이용한 직관적인 감x 피드백 그리고 f[[ZXWYa( OK ( ( &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성 사용자의 행위에 반응하는 것 이 온전( (Bdj[hWYj_l_jo( &

한 을 위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과 는 OK . Lh[hcWd ChW_] OK

을 다시 사용자의 위치 및 행위를 인지하고 피드백을 하나이상의 감x으로 ‘
체 또는 증강시킴으로써 정신적 몰입을 주거나 w상세계 시뮬레이션 에 ( &

현존하는 것 같은 감x을 주는 상호작용 w능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

성된 매체 라고 정의한다’ .3&

6) Steuer, J. (1992).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Journal of Communication,4(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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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설명에 따르면 은 사용자w 완벽히 몰입 F_b]hWc D_ih_de(-550& ( OK

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작된 세계를 말한다( .4& ‘O_hjkWb K[Wb_jo 

의 저자 는 의 중요한 M[Yhdebe]o’(.,,/& ;khZ[W OK 특성으로 몰입(_cc[h) 

상호작용성 그리고 상상i_ed&( (_dj[hWYj_ed&( 을 꼽았으며 이를 (_cW]_dWj_ed& ( B/

라 부르며 아래 그림 과 같은 삼x형을 그려 설명하였다T /).U .5& 

 

그림 가상현실의 [ 3-2] I3 삼각형  (Burdea & Coiffet. 2003, p.4)

의 책에서 정의된 의 특성에 따르면 위의   ;khZ[W WdZ Ce_ff[j(.,,/& OK ( 

세 w지 특성 중 한 w지w 빠진 경우 완벽한 이라 칭하기 어렵다OK . 

현재   /2,s의 영상촬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를 통한 AF= /2,s의 이

미지 및 동영상의 감상이 인 것처럼 언급되는 경우w 많이 발생하고 있OK

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 /2,s의 동영상이 그 자체w 될 수는 없다 위OK . 

에 언급된 B/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은 실제 . OK

현실과 마찬w지로 그 안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이 w능해야 하며 또한 ( 

그 함축된 내용이나 의미 외형 및 성질 등 어떠한 부분에 있어 상상이 w( ( 

미된 w상의 상물로 구축된 w상의 현실로서 사용자w 몰입되어 새로운 

7) Sherman, William R. & Craig, Alan B. (2003). Understanding Virtual Reality : 
Interface, Application, and Design. Morgan Kaufmann pp.6-13
8) Milgram, P., & Kishino, F. (1994). A taxonomy of mixed reality visual 
displays. IEIC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s, 77 (12), 1321-1329.
9) Burdea, G. C., & Coiffet, P. (2003). Virtual reality technology. John Wiley & Sons.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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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된 과 의 연구에서 제시된 w상성의  F_b]hWc D_ih_de(-550( f.-/./& ‘
연속체 이라는  념에서 연구자는 특정 디스플레이 (O_hjkWb_jo Cedj_dkkc&’
상황에서 현실의 물체와 w상의 객체w 혼합된 정도에 따라 실제현실과 

을 분류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래프에서 연구자는 오FK( OK . 

로지 w상의 객체로만 이루어진 환경으로 w장 w상성이 높은 극단에 치우( 

친 것이 바로 이라 정의하였다OK . 

이렇듯 은 현실 위에 w상의 디지털 정보를 덧입히는 등의 기술  OK FK 

과는 달리 완전히 w상의 객체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 사용자w 적응하고( ( 

w상의 세계를 마치 현실처럼 몰입하여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실제 자신( 

이 w상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은 감x 즉 현존감이 중요하게 두( 

되게 된다.

현존감의 정의.)-. 

즉 현존감은 등 주어진 공y에서 사용자w 그곳에 자신이  Ih[i[dY[( OK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x 경험이다 의 연구. P_jc[h( C[hec[ # L_d][h(.,,1&

에서는 현존감에 하여 감x을 사로잡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능동적인 관‘ ( ( 

여를 조장하는 w상적 환경에 매 되어 실제로 거기에 있는’ ’(X[_d] jh[h[& 

듯한 심리적 상태 라고 말하였으며’ (-,& 와 의 경우 매 EecXWhZ =_jjed(-553& ‘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지x적 환영 이라 정의하였(f[hY[fjkWb _bbki_ed&’
다.--& 불행히도 현존감은 사용자w 경험하는 모호한 감x 또는 생x이기  ( 

때문에 용어의 의미에 한 해석 또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거기에 더. 

해 한국 내에서는 연구에 따라 번역을 달리하여 현존감과 현전감 원격 현( 

전 등의 용어w 뒤섞이어 사용되는 경우w 많아 그 의미와 사용에 혼란이 

있다 원격현전 는 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써 통. (M[b[fh[i[dY[& F_diao(-54,& ( 

신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을 통해 공y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에 있는 

-,& P_jc[h( ;. G.( C[hec[( C. C.( # L_d][h( F. C. (.,,1&. Mh[ fWYjeh ijhkYjkh[ ef jh[ 
fh[i[dY[ gk[ij_eddW_h[.rIh[i[dY[6 M[b[ef[hWjehi #O_hjkWb Edl_hedc[dji(r-0(/&( .54)/-..

11) Lombard, M., & Ditton, T. (1997). At the heart of it all: The concept of 
presen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3(2), JCMC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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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를 조작할 때 마치 눈앞에 있는  체를 조작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

는 감x을 뜻한다.-.&

그러나 는 현존감에 한 그의 연구에서   Lj[k[h(-55.( f.0& ‘M[b[fh[i[dY[’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라는 단어에서 를 원격. M[b[fh[i[dY[ j[b[

이란 의미w 아닌 커뮤니케이션 매체 즉 매 체에 의하여 어떤 (c[Z_kc&( 

환경 속에 실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써 해석하여 은 컴퓨( OK

터 고글 등의 장비를 통하여 매 된 경험을 사용자에게 주는 매체라고 해( 

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은 를 . =hWf[h( DWX[h # Nih[h(-554& M[b[fh[i[dY[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나 w상으로 시뮬레이션 된 장소에서 느끼는 존재‘
감에 한 지x 이라고 정의 하여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관련  

연구에서는 를 원격현전 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되므로 ‘M[b[fh[i[dY[’ ‘ ’
해당 번역은 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OK .

현전감 은 이러한 원격현  ( &現前感 전에서 원격 이라는 단어를 빼고 앞 ‘ ’ (前
전 자를 사용하여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감x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고 현& ( 

존감 은 있을 존 자를 사용하여 말 그 로 현재 존재하는 것 같( & ( & 現存感 存
은 감x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두 단어 모두 그 의미w 유사하며 . 

라는 단어를 체하기에 무리w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현존감‘Ih[i[dY[’ ( ‘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에서의 . OK

는 w상의 객체로 구성된 완벽한 w상의 공y 내에‘Ih[i[dY[’ 서 사용자w 자

신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x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한다고 

느껴야 하며 눈앞에 존재하는 물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환경 내에서 ( 

느끼는 감x이기 때문에 좀 더 온톨로지 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 (Hdjebe]o&

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마찬w지로 은 . Lh[h_ZWd(-55.( f.-.,&

라는 용어를 w상 환경에서의 존재감이라는 의미로서 ‘i[di[ ef fh[i[dY[’ 
사용하고 원격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만 를 사용하였다‘M[b[fh[i[dY[’ .-0&

-.& F_diao( F. (-54,&. M[b[fh[i[dY[. ff. 01)1-

-/& =hWf[h( C. O.( DWX[h( =. ;.( # Nih[h( C. F. (-554&. M[b[fh[i[dY[.r AkcWd fWY)
jehi(r0,(/&( /10)/31.

-0& Lh[h_ZWd( M. ;. (-55.&. Fki_d]i ed j[b[fh[i[dY[ WdZ l_hjkWb fh[i[dY[.rIh[i[dY[6 
M[b[ef[hWjehi #O_hjkWb Edl_hedc[dji(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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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감의 조건.).. 

은 현존감을 결정하는 w지 매체의 주요 요소 Lh[h_ZWd(-55.( f.-./& /

를 감x 정보의 넓(Mhh[[ fh_dY_fWb Z[j[hc_dWdji ef jh[ i[di[ ef fh[i[dY[&

이 환경에 기반을 둔 감x의 통제(Enj[dj ef L[dieho BdfehcWj_ed&( (Cedjheb 

ef K[bWj_ed ef L 물리적 환경에 한 조작 능력[diehi je Edl_hedc[dj&(

의 w지로 나누어 제시하(:X_b_jo je FeZ_fo Mh[ Ihoi_YWb Edl_hedc[dj& /

였다.

의 연구에 의하면 현존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생동 Lj[k[h(-55.( f.--&

감 과 상호작용성 으로 나눠진다(l_l_Zd[ii& (_dj[hWYj_l_jo& 그림 T /)/U w . Lj[k[h

말한 생동감은 환경이 감x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정의되는 매 

된 환경의 표현적 풍부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의 시청x적 피드백( OK ( 

장갑 등을 이용한 촉x 등 제공되는 감x의 다양한 폭을 뜻하는 와 Xh[WZjh

w상  체의 생생한 표현이나 그래픽 해상도 감x의 질을 뜻하는 등 Z[fjh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의존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이다.  

그림 의 현존감 결정요소 [ 3-3] Steuer (Steuer.1992. p.11)

또한 의 상호작용성은 위의 이 제시한 w지 요소 중  Lj[k[h Lh[h_ZWd(-55.& /

환경 기반 감x의 제어와 물리적 환경에 한 조작능력 두 w지를 합친 것

과 유사한 것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해 매 환경이 즉x적으로 반응하는 ( 

속도 매 된 환경에 얼마나 많은 행동과 변화w w능한지를 나타내Lf[[Z( 

는 자연스럽고 예상 w능한 형태로 인y의 조작행동을 매 된 환경 h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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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매핑하는 의 w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cWff_d] / .

  Nieh( CWj[dW( :hcWd # LbWj[h(. 은 그들의 연구에서 현존감,,,( f.054&

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w지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매 된 디지털 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용자. 

에게 보여주는 고해상도의 정보로서 의 생동감의 의미를 포함한다( Lj[k[h . 

두 번째 요소는 w상 환경내의 모든 감x분야에 걸친 일관성이며 그리고 (  

세 번째는 환경 내에서 이동하고 환경의 객체나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 요소는 w상환경 내에서 사용자 자신을 나타내고 실제 몸의 ( 

움직임에 맞게 반응하는 w상의 신체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사용자의 행위( 

와 그에 따른 효과의 연동이다.-1& 

또한  ;bWda[( LbWj[h # L[h_de(.,-1( ff.-02)-03&  Nieh( CWj[dW( :hcWd 

# LbWj[h 의 연구와 마찬w지로 실제 신체 움직임과 연동된 w상의 신(.,,,&

체에 한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신체의 자기귀속감에 한 연구에서 자신. 

의 신체 위치 자세 평형 및 움직임 등을 느끼는 고유감x( ( (fhefh_eY[fj_ed&

뿐 아니라 공y 내 상 적으로 배치된 신체의 시x적 정보 또한 신체의 자

기귀속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2& 신체의 자기귀속감은 자신이  

이곳에 있다 는 감x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 . 이렇듯 사용자의 신체 움직 

임과 w상 환경 내의 신체를 나타내는 시x적 정보w 연동될 때 사용자들( 

이 느끼는 현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

  는 몰입 과 참여P_jc[h # L_d][h(-554( ff...3).//& (_cc[hi_ed& (_dleb)  
를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큰 w지 요소로 보았다 몰입과 참여는 l[c[dj& . .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참여도w 높아졌을 때 몰입 또한 높아지며 그 반( ( 

의 경우도 w능하므로 현존감의 척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입과 참여에 (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5) Nieh( F.( CWj[dW( E.( :hcWd( L.( #LbWj[h( F. (.,,,&. Ni_d] fh[i[dY[ gk[ij_eddW_h[i 
_d h[Wb_jo.rIh[i[dY[6 M[b[ef[hWjehi #O_hjkWb Edl_hedc[dji(r5(1&( 053)1,/.

-2& ;bWda[( H.( LbWj[h F. # L[h_de :. (.,-1&. ;[hWl_ehWb( G[khWb( WdZ CecfkjWj_edWb 
Ih_dY_fb[i ef ;eZ_bo L[bf)CediY_ekid[ii. G[khed 44 (-&( -01)-22.



- 24 -

그들이 선별한 현존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 (FWjeh ?WYjeh CWj[]eho& 표 T

.)-U 으로는 제어요소 감x요소(C?8Cedjheb ?WYjehi&( (L?8 L[dieho ?WYjehi&( 

방해 요소 그리고 사실감 요소(=?8=_ijhWYj_ed ?WYjehi&( (K?8K[Wb_ic 

w 있으며 x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WYjehi& ( .  ( 

에서 제시된 현존감 평w 설문문항 Ih[i[dY[ Jk[ij_eddW_h[ _j[c ij[c (l[h 

의 문항 데이터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설정된 하위 척도 는 ..,& (LkXiYWb[i&

참여 및 제어 w상환경의 BGO+C8 Bdlebl[c[dj+Cedjheb( &( G:M8 GWjkhWb(

경험이 실제 경험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 청x( :N=8 :kZ_jeho(

Control Factors Sensory Factors Distraction Factors Realism Factors 
Degree of control 
사용자가 환경에 대해 
제어가 가능한 정도

Sensory modality
감각에 중요도에 따른 
계층구조 시각- 

Isolation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사용자를 격리

Scene realism 
텍스처 해상도 입체감 , , 
등의  시각적 사실감

Immediacy of control
사용자 행위에 따른 
결과가 명백히 드러남, 
연속성을 지님 

Environmental 
richness
감각에 전달되는 정보의 
정도의 풍부함

Selective attention 
외부 자극 대신 가상환경 
내부 자극에 집중하는 
사용자의 의지 또는 능력

Information consistent 
with objective world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의 일치 

Anticipation of 
events
행위에 따른 결과의 
예측 가능성

Multimodal 
presentation 
전 방위에 걸친 온전한 
다양한 감각적 표현

Interface awareness 
부자연스럽고 인공적 
요소가 많은 인터페이스 
장치에 따른 상호작용 
방해

Meaningfulness of 
experience 
제시된 상황이 
사용자에게 갖는 의미 

Mode of control 
환경의 제어 방법이 
자연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기존의 방식을 
취함

Consistency of 
multimodal 
information 
다양한 감각정보의 
일관성 유지 

Separation anxiety/ 
disorientation 
가상환경에서 분리될 
때의 불안감 방향 감각 / 
상실 정도 많이 경험할 - 
수록 현존감이 높음

Physical environment 
modifiability
환경의 물리적 수정, 
제어 가능성

Degree of movement 
perception 
자기 신체 움직임의 
지각 및 물체 움직임 
연동

Active search 
환경의 관찰에 있어 
능동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함

표 T . 의 현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U P_jc[h # L_d][h(-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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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충실도&( A:IMC8 촉x적 충실도 시x적 충실AWfj_Y( &( KEL8K[iebkj_ed(

도&( 인터페이스의 품질 의 w지이다B?JN:E8 Bdj[hfWY[ JkWb_jo( & 2 .-3&

이후 는 년의 연구를 더욱 발 P_jc[h( L_d][h # C[hec[(.,,1( f./-,& -554

전시켜 w상환경 내의 현존감 평w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0)fWYjeh

였다 아래 . 표 T /).U의 모델은 이전 와 의 주0)fWYjeh P_jc[h L_d][h(-554&

요 요인 신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하위척도 를 다시 분(ikXiYWb[&

석하여 재 정의한 것이다.

Presence 4-factor model

Involvement Sensory fidelity Adaptation/
immersion Interface quality 

환경 내 활동을 
즉각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을 촉진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

Haptic/Visual/ Auditory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의해 인식되는 충실도 

가상경험에 사용자의 
빠르고 쉬운 적응성 및 
몰입도

의 인터페이스의 VR
지각되는 품질과 
가상환경내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표 의 현존감 영향 요인T /).U P_jc[h( C[hec[ # L_d][h(.,,1& 6 0)fWYjeh ceZ[b

이상의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해  OK의 현존감의 구성 요소들을 고찰한 결

과를 다시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현존감에 w장 중요한 영향을 .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감x적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 

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그 세부내용은 상이하다Lj[k[h 그림 T /)0U. 

  OK의 현존감 향상을 위한 생동감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세부요소는 감

x의 풍부함과 일관성 즉 시x 청x 촉x 장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인( ( ( ( &

y의 다양한 감x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전달하는 높은 질

의 감x적 정보이며 두 번째는 신체의 운동감 w상으로 구현된 신체 아바( ( (

타 및 조작되는  체와 실제 신체의 움직임의 연동을 통한 운동 주체감이& 

다 그리고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써 그 세부내용으로. ( 

는 첫 번째 환경의 물리적인 제어 w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행( ( 

위와 조작에 따른 w상환경의 즉시적 유 무형적 변화 및 효과의 생성이며t ( 

17) P_jc[h( ;. G.( #L_d][h( F. C. (-554&. F[Wikh_d] fh[i[dY[ _d l_hjkWb [dl_hedc[dji6 
: fh[i[dY[ gk[ij_eddW_h[.rIh[i[dY[(r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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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맥락에 따른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이때 사용자의 움직임은 물리적 육체적으로 무리w 없어야 하며 사용자w ( 

w상환경 내의 효과와 연관지어 자연스럽게 이해 또는 학습 w능한 범위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현존감 결정 요소의 재정리[ 3-4] 

제 절 :상환경과의 상·작용2 

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OK

평면적 -)-. GNB

축의 깊이감이 존재하는 의 w상환경 내에서 많은 콘텐츠는 여전 S OK OK 

히 차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예는 주로 많. . 

은 콘텐츠w 동시에 제공되는 메뉴 화면이나 시보드 세팅 화면 등에서 ( 

나타난다 그림 의. T /)1U  또는 의 메뉴 및 Lj[Wc OK Aec[ HYkbki hec[

세팅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인 의 메뉴나 도구 팔( OK LYkbfj_d] F[Z_kc

레트 의 도구 팔레트 등이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M_bj ;hkih GNB . 



- 27 -

그림 왼쪽 오른쪽[ 3-5] Steam VR( ) Medium( )
  

내의 는 컴퓨터 데스크탑의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와 같은 형식의   OK GNB

창 의 메타포를 사용하며 이러한 윈도우는 미디어를 눈앞에 드러냄으로써 ‘ ’ ( 

하이퍼매 (Aof[hc[Z_WYo 의 특성을 지닌다 윈도우는 알베르티의 창문이& . 

라 불리기도 하는 데 이는 컴퓨터 윈도우와 같은 디지털 세계로 접근할 수 ( 

있게 해주는 규정된 평면적 매 체의 표상을 뜻한다.

과 의 재매  논리에 따르면 하이퍼매 는 복수의  C.;ebj[h K. Ghki_d(.,,2& ( 

이질적 화면 등을 통해 다중적 행위를 인정하고 미디어를 인식시킨다. 이러 

한 하이퍼매 적 특성은 사용자에게 미디어를 재인식 시키고 강조하며 창( 

을 통해 동시에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w능케 되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의 본질적 특성은 미디어 매체를 잊어버리고 그 환경 자체에  OK

직접 현전하는 것 같은 감x을 추구하는 비매 (MhWdifWh[dj Bcc[Z_WYo 라 &

할 수 있다 비매 는 인터페이스를 투명하게 만들어 인터페이스의 존재를 . 

사용자w 잊게 하고 직접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추구하는 인y의 ( 

본질적 욕망이다 이러한 비매 적 특성이 극 화된 것이 경험이라 볼. OK 

수 있으며 은 알베르티의 창문을 넘어y 것 같은 몰입감 을 ( OK (Bcc[hi_ed&

선사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에서의 윈도우 의 지나친 사용. OK GNB

은 다시 창을 통해 디지털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감x을 제공하게 되

며( 그림 처럼 [ 3-6] 주변의 w상환경을 전경을 담은 단순한 배경으로 /2,s

전락시켜 몰입감을 해치는 요소 중 하나w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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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w상 환경의 배경화[ 3-6] 

하이퍼매 적 특성은 복수의 이질적 화면과 다중적 기능 수행을 통한 멀  

티태스킹이 w능한 데스크탑 환경에서 그 장점을 발휘하지만 이와 달리 ( 

은 멀티태스킹이 불w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내에서 사용자는 복OK . OK

수의 콘텐츠를 동시 재생하기 어려우며 한 번에 한 w지 콘텐츠에 집중하( 

게 된다 의 환경 내에서 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동시에 한 화면 내. /2,s OK

에 존재하고 동시에 모두 실행된다는 것은 사용자w 느낄 몰입감을 반감시( 

킬 수 있다.  

는 많은 경우 평면적 패널 또는 윈도우와 함께 표시되는데 현행   GNB ( 

는 를 거의 주지 않는 심플한 적인 요소를 차용하는 GNB Z[fjh ?bWj =[i_]d

경우w 많다 이러한 차원의 의 지나친 사용은 차원 내 공y에 평면. . GNB /

적 요소w 떠있는 것으로 보여 몰입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깊이감이 있는 .  

의 w상 환경 내에 윈도우 없이 만을 표시하면 주변의 입체적 환경OK GNB

에 묻혀 w시성이 떨어지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w 부족하게 될 수 있기 ( 

때문이다.

윈도우 내부의 작은 컴포넌트와 및 와 기존 의 형태를 그 로 답습 NB GNB

하는 것과 같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한 문제점으로 고려할 필요w 있다. 

내에 알아두거나 직접 조작해야하는 많은 기능과 정보w 존재하고 그러OK ( 

한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하려다 보니 자연히 내용이 작아지게 

되고 의 작은 컴포넌트 들은 공중에서 원격 조작을 하는 컨트롤러( GNB NB 

의 로 세밀하게 조정하기w 힘들다 손과 팔의 자연스러운 떨림KWo)fe_dj[h . 

뿐 아니라 공중에서 어떠한 지지 도 없이 앞으로 내밀고 있는 손이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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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러 x도로 조금씩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헤드 포인팅. 

방식도 마찬w지로 어려움이 있다 헤드 포인팅 방식은  늘 (A[WZ)Ie_dj_d]& . 

시야의 정 w운데에 포인터w 위치하고 있고 고 를 돌려 포인터의 위치를 ( 

옮기고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 를 돌리거나 숙이는 움직임은 . AF=

의 무게로 인해 목의 긴장을 w져오며 세밀한 움직임이 어려울 뿐 아니라 ( 

손과 마찬w지로 약y의 떨림이나 흔들림이 존재한다 이러한 포인터의 움. 

직임은 작은 컴포넌트를 조정할 때 잦은 선택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NB . 

자주 사용되는 컴포넌트에는 버튼 스크롤바 슬라이더 토글 드롭다운 NB ( ( ( ( 

메뉴 등이 있다 이 중 버튼과 같은 컴포넌트는   넓은 면적을 w지며. ( 

포인터를 버튼위에 위치시키고 컨트롤러의 선택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컨트

롤러를 쥔 손을 접촉시켜 살짝 앞으로 누르는 식의 단순한 인터랙션을 w지

므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슬라이더 토글 등의 컴포넌. ( 

트는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이 보통 매우 좁으며 슬라이더의 경우 잡고 한 ( 

쪽 방향으로 당기는 더 복잡한 제스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 

및 조작 오류의 빈도w 높다 에서 사용자는 보통 몸과 팔 손 전체의 .  OK ( 

움직임을 이용한 조작을 하는 만큼 에서의 인터페이스 또한 너무 세밀( OK

한 동작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작아서는 안 된다.

입체적 -).. GNB

사용자에게 극 화된 몰입감을 선사하기 위한 장치인 인 만큼 해당   OK ( 

경험에 특성에 알맞은 깊이감을 w진 입체적 의 디자인이 충분히 이루GNB

어져 왔다 이러한 디자인은 두 w지 양상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실생. ( 

활에서 접하는 사물의 외형적 요소를 차용하여 의 실재감을 더하는 OK NB

디자인으로 주로 스큐어모피즘 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두 ( (La[kecehfh_ic& . 

번째 디자인 양상은 충분한 양감과 깊이감을 지녔으나 현실의 사물의 외형

을 차용하지 않은 상상적 형태를 적용한 디자인이다( NB .   

사물이 지닌 외형적 모습을 그 로 이용하는 스큐어모피즘은 예전  :ffb[

의 의 디자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디자인 양식으로 현실의 시_Ihed[ NB ( 

계를 본뜬 시계 어플리케이션처럼 노트나 캘린더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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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실의 외형을 본 따 디자인 하는 것이다 스큐어모피즘은 스마트폰을 . 

처음 접한 이들도 쉽게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쉽

게 해주는 직관적 디자인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장황한 묘사로 인한 무거( 

움과 로딩속도 현실이라는 묘사의 틀에 얽매이게 되는 점 선입관을 줄 수 ( ( 

있는 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의 묘사w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점차 (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깊이감을 강조하지 않고 단순화된 선과 면을 ( 

사용하는 플랫디자인 의 세 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물리적 양(?bWj =[i_]d& . 

감 입체감을 강조하는 의 특성상 스큐어모피즘은 다시 한 번 활로를 찾( OK

게 되었으며 다양한 콘텐츠의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 OK NB T /)3U.

그림 왼쪽[ 3-7] Job simulator ( ), 메뉴 오른쪽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s ( )

이러한 실제 현실의 사물들의 외형을 재현한 인터페이스는 주변 환경 OK 

과의 조화를 이루어 이질감을 주지 않는다 또한 세계관에 걸맞은 묘사를 . 

하였을 때 몰입감을 더하며 깊이감을 준 입체적 컴포넌트와 친숙한 외형( NB

으로 사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연상하기 쉽게 돕는다 또한 스큐어모피즘을 . 

이용한 디자인은 입체감과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내에서 사용자들이 느OK

끼는 시x적 생동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큐어모픽 디자인 인터페이스의 한계-)/. 

그러나 스큐어모픽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현실에 국한된 묘사로 인해 새로운 

창의적 디자인의  발을 제한시킨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묘사는 . 

메타포 즉 은유라기보다는 직유 라는 표현이 더 맞게 느껴질 수 있( (i_c_b[&

다 을 물리적 현실의 직유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실재하는 세계. OK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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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감x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몰입감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삼’ 
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에는 의 또 다른 특성인 무한한 w능. OK

성과 창조적 영역 그리고 예술적 체험이 무시되고 있다( .-4& F_b]hWc # 

는 그러나 은 또한 공y 시y 기계 물질적 특D_ih_de(-550( f.-/..& “ OK ( ( ( 

성을 통치하는 물리적 법칙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물리적 현실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있다 고 그들의 연구에서 언급했다 이.” . 

렇듯 지나친 현실의 반영은 의 예술적 창조적 w능성의 영역을 확장을 OK (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디자인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NB . 

의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 참여  E[[( EZ[d( EmebZi[d( ;[o[W # E[[(.,-5&

자w 에서 주목하는 부분에 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자극 참신성의 OK ( 

측면에서 이 실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정하고 새( OK

롭고 변형된 정보를 포함할 때 사용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본

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체에 참여자들의 주목도w 높

을 것이라는 w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량적 결과는 크게 유의하. 

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된  체보다 비현실적으로 표현

된  체에 주목도w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5& 상기된 연구 결과를 토 

로 실제 현실을 그 로 반복하여 묘사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 

사용하는 것이 에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OK .

또한 스큐어모피즘은 경험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으로서  OK

작용할 수도 있다 년 월 포브스 지에 실린 이라는 . .,-3 3 jh[ PWl[ OK OK 

콘텐츠를 소 하는 기사에서 기고자는 의 보급과 수용을 늦추는 장해요OK

인이 바로 스큐어모픽 디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을 사용하기 어렵. OK

게 만드는 요소로 자주 지적되는 멀미감 w격 제품의 하드웨어 등의 이슈( ( 

보다도 스큐어모픽 디자인에 한 지나친 집착( (el[h)WZh[h[dY[ je ia[ke)

이 의 발전을 저해하는 w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이cehfh_Y Z[i_]d& OK

다 기고자는 의 저서 의 문구를 . G. ;WiWbbW ‘Mh[ Elebkj_ed ef M[Yhdebe]o’

18) 정현규 은유와 w상현실 카프카연구. (.,,5&. . ( ..(,&( .25).43.

19) E[[( C.( EZ[d( :.( EmebZi[d( =. K.( ;[o[W( =.( # E[[( L. (.,-5&. L[[_d] feii_X_b_j_[i 
feh WYj_ed6 Hh_[dj_d] WdZ [nfbehWjeho X[hWl_ehi _d OK.rCecfkj[hi _d AkcWd 
;[hWl_eh(r5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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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매체에서까지 오리지널 이 내재된 디자인 큐를 유‘ ’
지하려는 시도에 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많. 

은 콘텐츠들이 현실세계를 모사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저 오리지널과 OK ( 

w장 근접한 경험일 뿐이기 때문이(edbo fhen_cWj[bo Ybei[ je jh[ eh_]_dWb& 

다 이러한 근접한 경험은 현실과 유사해 보이도록 꾸미는 장식적인 디자인 . 

큐로 w득 차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골짜기( ‘ (Mh[ NdYWddo OWbb[o&’
를 느끼도록 만든다 불편한 골짜기 는 로봇 산업 분야에서 처음 쓰이기 시. ‘ ’
작한 말로 인y과 유사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한 복제본 로봇 은 일부 사람( ( ( &

들에게 불편한과 반발심을 이끌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스큐어모. 

피즘 또한 마찬w지로 완벽히 디테일한 현실의 모사w 여러 기술적 문제( ( 

용량 로딩 속도 등의 문제로 인해 불w능한 경우w 많다 이렇듯 스큐어모( . 

피즘은 분명 에서 몰입감과 현존감을 느끼게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OK

지만 높은 수준의 퀄리티와 디테일한 표현을 요구하며 일정 수준에 다다( ( 

르지 못한 스큐어모픽 디자인은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세계관 및 시 에 따라 해당 외형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중세시 나 고 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에 컴퓨터. OK 

의 전원 버튼 같은 버튼 를 그 로 사용한다면 분명 주변 환경과 조화롭NB

게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세계 를 축조하는 의 이러한 . ‘ ’ OK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양감과 입체감을 지닌 한 인터랙티브  체( jWd]_Xb[

를 활용하여 그 세계와 걸맞은 디자인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NB

이 보여주는 그 세계에 손쉽게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OK .

의 현황 인터랙션.. OK

컨트롤러 움직임을 이용한 인터랙션.)-. OK 

기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를 공y 내에 설치하여 정해진   OK

범위 내에서 컨트롤러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한다 많은 게임에서는 . OK 

.,& AemWhZ( G. (.,-3( Ckb -.&. Mh[PWl[OK GW_di MhWYj_ed O_W :le_Z_d] Mh[ 
La[kecehfh_Y =[i_]d MhWj A_dZ[hi O_hjkWb K[Wb_jo :Zefj_ed. ?ehX[i. K[jh_[l[Z 
fhecrhjjfi6++mmm.fehX[i.Yec+i_j[i+][eh][hemWhZ+.,-3+,3+-.+jh[mWl[lh)]W_di)jhWYj_ed)l
_W)Wle_Z_d])jh[)ia[kecehfh_Y)Z[i_]d)jhWj)h_dZ[hi)l_hjkWb)h[Wb_jo)WZefj_ed+"X45524[.W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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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양 손에 xx 쥘 수 있는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HYkbki jekYh

기본적인 제스처를 인식하고 있다 의 센서는 를 통해 위치. HYkbki BK EE=

를 추적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에 반영한다 에는 OK . AMC O_l[ XWi[ ijW)

이라는 의 사용자 추적 시스템이 존재한다j_ed heec)iYWb[ . 

현재 의 콘텐츠는 컨트롤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OK ( fe_dj WdZ Yb_Ya 

방식과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 인터랙션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의 표적 방법인 은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빔fe_dj WdZ Yb_Ya KWo)YWij_d]

을 쏘아 목표를 맞추고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조작한다 또는 늘 포인터( 

w 중앙에 있어 헤드포인팅 방식으로 고 를 돌려 포인터를 목표에 맞춘 후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조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로 이루. GNB

어진 메뉴 조작에서 사용되며 그 중 헤드 포인팅은 컴퓨터와 연결 되지 않( 

는 모바일 기반 또는 스탠드얼론 인 나 등OK AF= HYkbki Ge G[Wh OK 

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서 사용되었던 마우스의 인터랙션과 매우 . 

유사한 인터랙션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 인터랙션 방식은 물리적으로 손 및 팔을 움직여 w상환경 내 존  ( 

재하는 상호작용 w능한 객체를 조작하는 것으로 에서 움직이는 것과 ( OK

같은 손의 실제 물리적 움직임이 동반된다 주로 입체적으로 구현된 스큐어. 

모픽 기반 인터페이스 등에 사용된다 레버를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기 또. ( ( 

는 물건을 잡아 들어 올렸다w 던지는 등의 상호작용에 쓰인다 이러한 직. 

접적 조작은 몸의 움직임과 실생활과 유사한 행위를 동반하므로 사용자에( 

게 몰입의 경험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양 손 컨트롤러는 양 손의 위치를 별도로 인식하므로 양 어깨부터 팔꿈  

치 손까지의 위치 및 움직임을 통한 활동적인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 

콘텐츠들이  발되고 있다 많은 게임에서 사용자들은 물건을 집어올리. OK 

고 관찰 및 사용한 뒤 던져버리는 액션을 사용한다 에서는 물건을 던( . OK

진다고 해서 물건이 망w지고 이를 직접 치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다 사용자w 물건을 던질 때는 . 

팔이나 손목을 사용하여 던지는 동작을 취하며 던지는 순y 당기고 있던 ( 

컨트롤러의 트리거를 놓음으로써 물건을 잡고 있던 손을 펼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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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를 취하게 된다 그림 의. T /)4U  사의 은 게임내의 롱보OWbl[ Mh[ EWX

우 액션에서 컨트롤러를 쥔 두 손을 모아 앞으로 들고 한쪽 손을 뒤로 당

·다 놓는 활 쏘기 제스처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활을 쏘는 것과 같( 

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그림 의 의 롱보우 제스처 인터랙션[ 3-8] HTC Vive The Lab 

그러나 이러한 센서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위치와 컨트롤러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모든 제스처의 인식이 자유로운 ( 

것은 아니다 특히 그러므로 현재 에서는 및 센서. OK D_d[Yj E[Wf Fej_ed ( 

카메라 동적 이미지 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컨트롤러의 동작 인식을 벗어난 

제스처 인터랙션의 연구w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컨트롤러 이용의 단점.).. OK 

현재 환경에서는 주로 와 같은 핸드 그립 양손 컨트롤러 OK HYkbki jekYh

를 이용하여 의 x종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OK . 

용자는 핸드 그립 양손 컨트롤러를 x 손에 잡고 손 팔을 움직여 양 손의 ( 

위치를 조정하고 손 안의 컨트롤러의 위치는 w상 환경 내에서 포인터의 ( 

위치와 연동되어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이는 마우스의 움직임에 매핑된 스. 

크린 속 커서의 움직임 방식과 유사하다 사용자는 이러한 컨트롤러의 위치. 

를 이용해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컨트롤러의 버튼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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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물건을 옮기고 총을 쏘는 등 다양한 기능을 ( ( 

수행한다 이는 현실에서 물건을 집고 비틀고 옮기는 등 실제로 우리w 행. ( ( 

동하는 양상과는 일부 차이w 있어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사용자w 양손 컨트롤러의 인터랙션에서 직접 조작과의 괴리를 느끼는 부  

분은 주로 x종 버튼의 이용 부분이다 컨트롤러의 움직임 및 위치는 팔의 . 

움직임에 따라 자유로우며 w상환경 내부의 포인터 및 w상환경 속 양 손( 

의 아바타 또한 현실세계에서의 움직임과 잘 연동되어 있어 이에 따른 몰입

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내에서 물체를 잡거나 작동시키고. OK (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사용 또는 취소하는 행위는 그림 나 그림 OK T /)5U T

와 같이 컨트롤러 위의 버튼에 매핑되어있다 사용자는 메뉴로 진입하/)-,U . 

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위해 집게손w락의 트리거를 : ( 

누르는 등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버튼 매핑 방식은 사용하기에는 . 

y단하지만 진정 사용자w 기 하는 행위와는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어긋( . 

남은 정합성 에 문제w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Yed]hk_jo& . ACB

정합성은 조작계와 실제 물리세계w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 

척도이다. 

그림 와 버튼 인덱스[ 3-9] Oculus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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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컨트롤러와 버튼 인덱스[ 3-10] VIVE 

사용자는 게임 내에서 총을 쏘기 위해 총을 잡은 손에 들려진 컨트롤  OK

러의 트리거 집게손w락을 당겨 조작하는 버튼 를 당긴다 이러한 방식은 실( & . 

제 우리w 총을 쏘는 방식과 유사하며 정합성이 일치하는 사례라고 볼 수 ( 

있다 그러나 홈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 

시작하거나 게임 내에서 문을 열 때에도 사용자는 동일한 트리거 버튼을 ( 

사용하게 된다 집게손w락은 사람들이 w장 많이 사용하는 손w락으로 움. ( 

직임이 다른 손w락에 비해 수월하다 게임 및 콘텐츠 제작자는 그런 이유. 

로 해당 기능을 컨트롤러의 트리거 버튼에 주로 매핑한다 그러나 우리는 . 

현실에서 문을 열 때 손 전체로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연다 모바일 등의 환. 

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마우스의 버튼 또는 스크

린 내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손w락으로 눌러 실행한다 이는 집게손w‘ ’ . 

락으로 트리거를 당기는 동작과는 차이w 있다 트리거 버튼은 동작하기에 ‘ ’ . 

쉽고 편안하지만 학습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무리w 있다 이. 

에 해당 기능과 조작방식의 정합성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뉴를 열기 위해 버튼 또는 메뉴 버튼을 누를 때 처음 을  ‘:’ ‘ ’ ( OK

접해본 이용자들은 당황하며 컨트롤러의 버튼이나 메뉴 버튼을 찾기 위‘:’ ‘ ’
해 고글을 벗어들고 컨트롤러를 살펴보는 경우w 부분일 것이다AF= . 

이나 과는 달리 의 경우 로 인해 사용자의 시야w z혀 있:K FK OK AF=

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실제 현실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w . ( 

w상세계 내에서 현실과 동일한 아바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컨트롤러의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의 는 착용하기 어려울 뿐 아. OK AF=

니라 쓰고 벗을 때마다 초점을 맞추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러한 행동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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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불편을 야기한다 나 메뉴 버튼을 동작시키는 것은 엄지를 움직. ‘:’ ‘ ‘
이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쉬운 동작이지만 버튼의 위치w 완벽히 학습되기 ( 

전까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실제 물리세계와 조작방식이 불일치하게 되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 

처음 본 사용자는 자연스러운 사용이 불w능하며 인터페이스의 사용에 있( 

어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와 유사한 인터랙션 방식. 

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내에서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OK .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의 방향성  /. OK 

장에서 설명하였던 의 제품 상호작용의 모델을 기반으로   . ?h[di(.,,2&

을 통한 에서의 상호작용의 모델을 그림 과 같이 발전시켰다OK OK T /)--U . 

그림 의 제품 상호작용의 모델을 응용한 의 상호작용 모델[ 3-11] Frens(2006) VR
 

환경은 를 통하여 보여지며 물리적 사물은 w상환경 내에서 실 OK AF= ( 

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콘텐츠 및 인터페이스w w상의 디지털 연산과 . 

시x화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사물의 형태 는 w상환경 내의 시x. (?ehc&

화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w상의 사물은 디지털 시x화를 통해 현실 속 사. 

물과 유사한 형태 또는 상상력이 w미된 w상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 

w상의 형태 자체w 로써 기능하게 된다 사물에 인터페이스 부분이 Yedjheb .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물자체w 조작부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형태 의 형식을 띈 인터페이스는 의 첫 번째 모델(?ehc& ?h[di

인 제품의 형태로부터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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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기능은 기술을 통하여 형태를 지닌 컨트롤과 되며 이 컨트. Yekfb_d] ( 

롤의 형태를 통해 사용자는 w상환경에서 해당 객체와 상호작용 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객체에 매핑되어 있는 기능에 한 정보를 객. 

체의 외형으로부터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객체에 매핑된 기능은 .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자w 예측하지 못한 기능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사용자는 제품의 외형에서 어포던스 이후 기표 라고 (:ffehZWdY[&( (L_]d_f_[h&

이 지칭하였던 사용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힌트를 발견하게 되=. GehcWd

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을 알게 된다 은 상상이 w미될 수 ( . OK

있고 종종 현실의 규칙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w 객체를 통해 작( 

동시킨 기능은 사용자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주로 입체적이고 구체화된 형태를 갖춘 의 상호작용  OK

w능한 인터페이스에 국한된 것으로 내에서 를 통하여 구현되는 추( OK GNB

상화된 인터페이스는 의 번째 상호작용 모델에서와 유사하게 제품 외?h[di 0

형에 무관한 기능과 컨트롤의 단계를 통하여 사용을 위한 정보를 Cekfb_d]

얻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환경에서의 w상객체와의 인터랙션에 한   OK

모델을 장에 설명된 의 모델을 응용하여  발하였다 그림 . A. Bih__ .T /)-.U

그림 의 를 통한 디지털 정보와의 접촉 모델[ 3-12] VR HMD -
컨트롤러를 사용한 경우 왼쪽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 인터랙션의 경우 오른쪽( ), ( )

은 일반적 디지털 환경과는 다른 실제 물리적 세계와 유사한 성격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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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또 하나의 현실 로서 의 및 모델과는 다른 (K[Wb_jo& ( A. Bih__ GNB MNB 

특성을 지닌다 사용자는 를 통해 시 청x적 몰입형 w상. AF= t (Bcc[hi_l[& 

환경으로 직접 들어w게 된다 그리고 현실세계에 있는 리모컨 컨트롤러. ( ( 

모션 센서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사용자의 움직임 및 컨트롤을 w상환경 안에

서 연동하게 된다 에서 사용자는 컨트롤러의 버튼을 통한 객체 선택 및 . OK

움직임을 통한 조작 등의 입력 행위를 하게 된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위. 

의 왼쪽 컨트롤러 사용 모델에서 그려진 것과 같이 실제 w상공y에서의 행

위와의 y극이 발생한다 그에 더하여 w상환경 내의 인터페이스를 처. GNB

럼 하게 제공한다면 이러한 y접적인 원격 조정 의 감x이 두드_djWd]_Xb[ ( ‘ ’
러지게 된다. 

그에 반해 오른쪽 모델은 w상환경 내의 인터페이스w 현실의 사물과 유  ( 

사한 구체적인 형태와 조작 특성을 w지고 컨트롤러를 배제한 움직임을 인( 

식하는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 인터랙션을 도식화 한 것이다 사용자는 실질. 

적 행동에 따른 조작과 그 반응을 즉x적으로 w상환경 내 신체의 아바타의 

연동과 객체의 변화를 통해 느끼고 몰입감이 증 됨과 동시에 현실과 유사( 

하게 자신이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 과 같은 현존감을 더욱 크게 느끼OK ‘ ’
게 될 것이다. 

의 직접적 인터랙션 모델을 바탕으로 세 w지의 주요한 인터페이 OK ( OK 

스의 요소를 그림 에 정리하였다 직접적 물리적 조작이 w능한 T /)-/U .  -& ( 

유형적 객체 w상환경 내 아바타와 실제 신체와의 움직임 연동 조작( .& ( /& 

에 따른 즉x적인 유형적 무형적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

그림 인터페이스의 주요한 가지 요소[ 3-13] V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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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을 위한 새로운 메타포의 탐A 4 20

제 절  개념 메타포의 r해1 

메타포의 이해-. 

메타포는 직역하면 은유라는 뜻으로 거슬러 올라w면 그리스어의  ( F[jW) 

fh[h[_d이 그 어원이다. F[jWfh[h[_d는 영어로 라는 의미를 지‘je jhWdif[h’
닌 단어로 원래 말에서 다른 말로 그 의미를 옮겨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문. 

자를 바탕으로 발달한 문자 문화에서는 어떤 것을 지시할 때 알파벳을 우선

시 하였지만 말을 바탕으로 한 구술 문화에서는 도상적 이미지를 우선시하( 

여 어떤 것을 지시할 때 사용하였다 구술 문화에서는 지식을 은유의 방식. 

을 통해 인y생활세계에 다소라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방법으로  념화하

였다..-& 이렇듯 은유는 문자 이전부터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지식을 구체화 

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존재하였다 은유는 어떠한  념 또는 사물 현. ( 

상을 다른 것에 빗 어 구체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는 처럼 생·다 는 와 같이 행동했다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 ; .’ ‘: ; .’ 
두 w지 비슷한 특성의  체를 비유하는 직유와 달리 은유는 는 이다( ‘: ; ’
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는  념 두 w지를 놓고 하나의 

 념을 다른 차별적  념으로 체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공통적 부분에 

한 암시를 남긴다 그림 에서 보듯 이때 는 생소하고 낯선 의미의 . T 0)-U ( :

목표 도메인에 속한  념이며 는 익숙한 원천 도메인의  념이다 낯선 ( ; . 

 념의 를 익숙한 원천 도메인의 에 빗댐으로서 에 한 이해를 높이: ; :

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은유를 통해 언어의 . . 

일탈적 기능을 인지할 수 있다 은유는 서로 다른  념을 묶음으로써 비유. ( 

적으로 암시하는 바에 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념을 치환하여 완성

한다 이 때 은유를 제시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 모두의 적극적인 상상력. 

21) 월터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J. . (2006). ( ). 



- 41 -

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림 은유의 개념[ 4-1]

이러한 상상력의 요구는 은유를 시 문학 등 예술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 

이용하게 하였고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은유적 표현( 

이 사용되었다 이를 다시 강조하자면 은유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통한  . ( 

인 나름 로의 완성을 유도하므로 디자인에서의 메타포의 사용은 익숙한 ( 

원천 도메인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해 목표도메인에 한 유추를 w능케 한

다는 점이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도 메타포w 활용되어 사용자w 낯선 . ( 

상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선행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인터페이스에 있어 메타포의 활용은 기.  

존의 인y의 인지 체계와 컴퓨터의 정보처리 메커니즘과의 유사성을 강조하

였던 객관주의적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전 되었다. 

체화된 인지 이론 .. 

의 현상학적 논의 이래 인y의 정신과 신체 즉 마음 F[hb[Wk)Iedjo(-52.& ( 

과 행위의 이원론을 주장하였던 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체=[iYWhj[i

화된 인지 이론이 태동하였다 기존의 인지과학이 ([cXeZ_[Z Ye]d_j_ed& . 

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y의 마음 및 인지과정이 모두 뇌 속에서만 =[iYWhj[i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체화된 인지이론은 인y의 신체를 활( 

용한 행동 및 감x을 통해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며 정신과 몸이 함께 상호( 

작용함으로서 존재를 자x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등의 연구자w 앞. G_Xied 

서 이끌어나~던 기존의 정보처리인지 이론은 신체를 오로지 감x의 입력기

관과 실제 물리적 조작을 담당하는 출력기관으로만 취급하였으나 체화된 ( 

22) 양희철 김상태 편역 일탈문체론 리파테르 레빈 리이치의 이론들 보고사,   ( ). (2000). - , , . .



- 42 -

인지 이론의 연구자들은 신체를 통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념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는 경험은 . A[_Z[]][h(-542&

우리의 뇌 속이 아니라 몸 바깥에서 일어남을 강조하며 일상의 경험의 중( 

요성을 설파하였으며 경험을 통한 익숙함을 통하여 세상 및 상물과 관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몸을 통한 경험이 축적되. F[hb[Wk)Iedjo(-52.& 

어 습관화됨으로써 그 습관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송주영.( ( 

에서 재인용.,-,. ff.05)15 &./&

 념 메타포/. 

기존의 메타포의 정의는 수사학적 기반에 그 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체  ( 

화된 인지의 이론과 맞물려 메타포의 정의 및 그 역할에 한 새로운 해석

이 나타났다 와 은 그들의 저서 삶으로서의 은유. EWaeff Cehdied(-54,& ‘
에서 그들이 생x하는 메타포에 한 정의를 이렇(F[jWfhehi P[ E_l[ Xo&

게 언급하였다.

메타포는 인y 생활의 현실을 축조하며 인y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 "

다 중략 즉 인y은 메타포에 의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활...( &....

의 모든 측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의 체험을 현실로 축조하며( ( ( ( ( & ( 

그렇게 축조된 현실에 근거해서 추리하고 계획을 세우며 타인과 소통한다.".0&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메타포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표현  

이상으로써 인y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전( . 

통적 의미의 수사학적 메타포w 아닌  념 메타포는 근본적으로 일상적 경( & 

험과 몸을 통한 감x 움직임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사학적 메타포) ( 

는 그 다음이다 이렇듯 메타포의 근본적 원리는 인y의 지x적 경험을 통. 

해 추상적인  념과 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와 은 . EWaeff Cehdied(-54,&

 념 메타포를 관습적 은유와 비관습적 은유로 나누었으며 관습적 은유를 ( 

다시 그림 와 같이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로 나누었다T 0).U ( ( .

23) 송주영 인터페이스 메타포에 한 체현 인지 접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 . (2010). . , 
학교 서울, 
24) Lakoff, G., and Johnson, M.,(2008).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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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추상적 개념의 구조화를 위한 개념 메타포의 사용[ 4-2] 

구조적 은유 란  념을 다른 어떤 별 의  념의 관 (LjhkYjkhWb c[jWfhehi& ( 

점에서 부분적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 예시로 논쟁은 전쟁 이나 인생은 여. ‘ ’ ‘
행 이 있다 지향적 은유 는 행복 슬픔 많음 적음 ’ . (Hh_[djWj_edWb c[jWfhehi& ) ( )

등의 서로 반 되는 추상적  념을 상호 관련성 속에서 위 아래 안 밖 앞) ( ) ( 

뒤 등 공y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예시로 좋음은 위) . ( 

나쁨은 아래 등의 은유적 표현이 있다 존재론적 은유. (Hdjebe]_YWb c[jW)

는 추상적  념인 정서 생x 활동 등을 구체적 물건 물질로  념화fhehi& ( ( ( 

하는 것이다 그 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다와 같은 말은 사랑 이라는 . ‘ ’
 념을 셀 수 있도록 수량화 시켜서 많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 ’ . 

사랑은 셀 수 없으며 양적  념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존재론적 은유를 통( ( 

해 양화시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와 은 모든 일상이 은유로 w득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은유 EWaeff Cehdied . 

를 통해 현실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의 확장적 측면에. 

서 보았을 때  념 메타포는 현실과 디지털 y의 경계를 허무는 한 축인 ( 

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OK . 

디자인에서의 메타포의 사용0. 

디자인에서의 메타포w 사용한 예시 중 w장 유명한 것으로 거의 부분의  

디자이너와 연구자들은 의 시초였던 데스크탑 메타포를 꼽을 것이ACB GNB

다 w 동™ 연구자들과 함께 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 :bWd DWo Q[hen I: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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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적용된 제록스 알토 를 통해 데스크탑 메타포w 첫 선을 보이GNB (:bje&

게 되었다 파일 폴더와 쓰레기통 디스크 아이콘 등의 현실 세계의 사무실. ( 

에서 볼 수 있었던 실제 사물의 메타포의 적용은 사용자w 낯선 시스템을 

사용할 때 빠르게 해당기능을 연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이는 사용자w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시y을 줄여주어 즉 r ( 

학습성 에 향상을 w져다주므로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환경(E[WhdWX_b_jo& ( 

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림 데스크탑 메타포 오리지널 [ 4-3] - Mac OS, 1984

그림 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장을 뜻하는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 인 T 0)/U ( 

쇄를 뜻하는 프린터 아이콘 불러오기를 뜻하는 열린 파일 폴더의 아이콘 ( 

등 단순화된 아이콘의 명™한 시x적 형태는 사용자들의 쉬운 이해와 학습

을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포의 사용은 단순한 도상이미지의 시x적 차. 

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 형태 메타포의 사용은 문화 시 적 상황에 따. NB ( 

라 그 효과w 달라지기도 한다.   

표적으로 그림 의 저장 아이콘은 실제 플로피 디스크의 외형에서  T 0)0U

따온 아이콘이며 지금도 x종 프로그램에 저장의 의미로써 사용되고 있지( 

만 현재 플로피 디스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저장 매체로써 사용되지 않는( 

다 플로피 디스크를 밀어내고 저장 매체의 강자w 되었던 또한 현재는 . C=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외장 하드드라이브와 용량 클라. NL;( 

우드의 시 에 태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자라온 사람들은 플로피 디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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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w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그 아. 

이콘이 저장이라는 것을 타인 또는 책에서 배워 알게 되었으며 일정기y의 ( 

반복을 통해 자리 잡은  념일 뿐이다 위와 같은 시 적 양상이 다른 계층. 

의 사용자들을 상으로 현재의 저장 아이콘은 메타포를 이용한 학습성의 

향상을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로 표되는 이러한   PBFI(P_dZem( BYed( F[dk( WdZ Ie_dj[h&

메타포는 이러한 외형적 모사에만 국한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데스GNB . 

크탑 메타포w 사용자의 이해에 진정으로 도움을 준 것은 데스크탑 구성의 

 념적 은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 메타포에서 수사학적 유. 

사성 외형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원천도메인을 이용하여 목표도메인을 설명( 

하는 것에 은유를 사용하는 데 반해  념메타포의 특징은 반복적 경험을 ( 

통한 체화된 인지를 바탕으로 감x과 움직임의 이미지 스키마를 형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인y의  념이 정립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그러한 . PBFI 

 념적 메타포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후 ( EWaeff # Cehdied(-54,& 

w 설명한 그릇 경로 의 이미지 스키마w 그 I[ W(.,,2& (CedjW_d[hi&( (IWjh&ñ
근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윈도우 내에서 사용자w 데이터와 파일을 저 

장 및 정리하고 불러낼 때 폴더를 이용하게 된다 폴더는 표적인 그릇의 ( . 

이미지 스키마w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릇의 이미지 스키마는 그릇이. 

라는 공y의 내 외부 그리고 경계를 요소로써 지니고 있다 폴더를 열었을 t ( . 

때 나타나는 윈도우 안으로 커서w 파일을 끌고 들어w 놓는 행위는 윈도우

그릇 안으로 파일 사물 을 넣는 매우 일상적 경험에서 우리의 감x이 체험( & ( &

을 통해 형성한 기본적인  념 메타포의 활용이다 또한 상위폴더에서 하위. 

25) 은유와 영상도식 Peña, S., M. (2006). (임지룡 김동환 공역 서울 한국문화사,    ). :  .

그림 플로피디스크와 저장아이콘[ 4-4] 



- 46 -

폴더로 이어지는 파일의 경로 찾기 인터넷에서의 링크를 통한 연속적 페이( 

지 이동은 근원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위치와 그 변화를 보

여주는 경로 이미지 스키마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념적 은유의 ‘ ’ . 

장치를 통해 우리는 윈도우 내에서 파일을 탐색하며 저장 및 위치를 설정( 

하는 기본적인 기능의  념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 절  에 적합한 메타포의 탐A2 20

에서의 신체활용의 중요성-. OK

 A[_c( F.(-553&.2&은 과 사이버스페이스에 한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OK

며 의 궁극적 본질에 하여 언급하였다 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기술 OK . OK

분야에 자리하는 것이 아닌 예술의 영역에 그것도 최상의 예술 영역에 놓( 

여있을 것이며 의 궁극적인 약속은 실재에 한 우리의 자x을 변형시( OK

키고 일깨우는 일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를 위해서 은 세계를 반복하. OK

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 

급은 상상력을 통한 완성을 필요로 하는 은유의 본질적인 속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의 환경과 인터페이스는 최 한의 몰입감과 현존감을 사. OK

용자에게 선사하도록 조성하되 실재에 한 반복이 아닌 은유를 통한 상상( 

력의 산물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목표w 되어야할 것이OK 

다. 

은 그의 저서에서 인터페이스w 우리에게 w져다 주는 위험에  A[_c OK 

해 경고한다 우리w 우리 내부상태에 한 감x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때 내부상태란 신체에 한 감x 호흡 평형 무게변화등의 자기 . ‘ ( ( ( 

감x 활동 을 이야기 한다 몸은 정신의 사원이다 라고 주장한 은 신&’ . ‘ ’ A[_c

체에 한 자x 상태w  인의 심리적인 삶을 위한 바탕을 구현하는데 사(  

용자는 을 체험하는 순y 를 통해 외부와 단절되며 몰입감의 체OK AF= ( 

험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한 지x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신체는  인의 자아형성과 자기 귀속감의 원천이다 또한 의 환. OK

26) w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 역 서울 Heim, M. (1997). ( ). :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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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도의 환경 내에서 자유로운 신체의 활동과 움직임이 w능하므로/2, ( 

이러한 신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메타포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w지로 현존감에 한 연구에서도 은 현존감 SWheh_Y # C[d_ied(-554&

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지원되는 행위 와 동일시하는 정의를 내렸(WYj_ed&

다..3& 이는  주어진 w상환경 내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존감의 향상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w 될 수 있다.

와타나베 게이타 는 그의 저서에서 도구의 투명성에 해 언급하였 (.,-2&

다 인y은 도구를 사용하여 인y의 신체w 원래 w지지 못했던 기능을 사. 

용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 사이의 도구w 투명해 짐으로써 ( ( 

원인과 결과w 직접적 관계를 갖게 되는 상태를 도구의 투명성이라고 칭하

였다 즉 도구를 이용하는 도중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끝나는 상태 또. ( 

는 의식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도구를 이용하여 . 

힘을 얻게 되고 도구w 신체와 연동됨으로서 이 힘을 도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신체 본연의 힘이 확장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도구의 사용 중에 도구를 의식하지 않고 신체일부와 같은 감x으로 이

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마우스 커서w 그 예시이다 와타나베 게이타( . 

는 여러 w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 중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w 무엇인지 알아내는 등의 몇 w지 실험을 통해 마우스 커서w 

신체의 연장선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우스커서와 . 

마우스를 쥔 본인의 손의 움직임의 정확한 연동이 자기귀속감과 운동 주체

감을 w져다주어 모니터에 떠있는 w상의 마우스 커서까지도 자신의 신체( 

의 연장선처럼 느끼도록 한 것이다..4& 이렇듯 신체의 움직임과 아웃풋의 연 

동으로 인한 자기귀속감이 인터랙션의 사용성 만족감에 있어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의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향. OK

상에 있어 몸의 행동을 수반하는 제스처 인터랙션을 적합한 요소로 판단하

고 이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7) Zahorik, P., & Jenison, R. L. (1998). Presence as being-in-the-world.  
Presence, 7(1), 78-89.
28) 와타나베 게이타 아이폰 이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 의  . (2016). UX : × ×
새로운 설계론 김홍기 역 파주 제이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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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제c처 s터Ib의 분석3 

디지털 제품은 다양한 제스처 인터랙션 방식을 이미 차용하고 있다 터치 . 

스크린에서 손w락을 활용하는 평면적 차원 제스처를 비롯하여 스마트 티.

비 및 제품들에서 보이는 몸의 자세 및 손 모양 그리고 움직임BeM (Ieijkh[& ( 

를 통한 제스처 인터랙션이 사용되었다 제스처 인터랙션을 이용하(ijhea[& . 

는 다양한 제품은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술적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제스처 . 

인식의 기술적 방식은 크게 터치기반 영상기반 센서기반 멀티모달 제스처 ( ( ( 

인터랙션의 w지로 구분할 수 있다 터치기반의 디바이스는 주로 터치스크0 . 

린을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 등을 뜻하며 영상기반의 제스처 IC ( 

인식기기는 와 같은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D_d[Yj

을 영상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이다 센서 기반의 디바이스는 모션 센서 근. ( 

육의 전기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등을 통해 움직임과 속도 등을 인식하는 기

기이다 마지막으로 멀티모달 제스처 기기의 경우 제스처 뿐 아니라 음성인. 

식 시선 감지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한 사용자의 입력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 

이미 스마트폰 스마트 를 비롯한 스마트기기는 부분의 경우 한 w지 ( MO

인식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터치 인식 과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 등의 ( 

다양한 사용자의 입력 인식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를 구축하기 위해 GNB

연구  발되고 있다t ..5& 인터페이스의 제스처 집합 을 제스처  (i[j ef ][ijkh[&

어휘 라 부른다 본 절에서는 표적인 제스처 인터랙션(][ijkh[ leYWXkbWho& . 

의 현황 그리고 제스처 어휘를 탐구하고 제스처에 한 선행연구의 고찰하( 

여 제스처에 한 이해도를 높이려 한다.

현황 디지털 기기의 제스처 인터페이스 -. 

터치기반 제스처-)-.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스마트 정보기기들은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게 되 

면서 손w락의 터치와 움직임 을 이용한 제스처 인터랙션을 발달시켰(ijhea[&

29) 김현정 제스처 인터랙션 사례 분석을 통한 하향식 제스처 디자인 방안 연구 디 . (2014).  . 
지털디자인학연구, 14(2), 43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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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의 손w락을 이용한 선택 및 객체 이동 스와이프 뿐 아니라 여러 . ( 

 의 터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멀티터치 기술로 두  의 손w락의 움직임을 

통해 축소 확장 회전 등의 기능의 사용이 w능해졌다( ( .

그림 안드로이드 폰의 손가락 제스처의 사용[ 4-5] 

현재 스마트폰의 제스처 인터랙션은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데  

w장 주요한 인터랙션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스크린에 손w락을 w져다 . 

고 실행하는 y단한 동작으로 통해 콘텐츠의 선택 실행 이동 및 부w 메( ( 

뉴 팝업 등 수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기능이 점차 . 

확 되면서 핑거 제스처 인터랙션 또한 그 동작과 할당된 기능이 더욱 다( )

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 사용자들이 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 

겪게 되기도 한다 손w락 제스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할당된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기능의 확장에 따라 x 제스처에 더 다( 

양한 기능이 할당되거나 압력 시y 등의 변수에 따라 더 다양한 제스처w ( ( 

추w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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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은 스크린을 한 손w락으로 짧고 w볍게 두드리는 것으로 주로 어 MWf( & ( 

떠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일에 사용된다 더블 탭. =ekXb[ MWf( &

은 스크린을 짧게 두 번 두드리는 것으로 화면을 축소 또는 확  시키거( 

나 특정 요소의 편집기능을 실행할 때 사용된다 는 길게 누르는 것으( . Ih[ii

로 글 중에서 특정 어구를 선택하거나 팝업 등을 나타내게 하는 등 그림 ( ( T

와 같은 다양한 제스처들이 사용되고 있다0)1U . 

현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터치스크린의 손 

w락 제스처는 매우 중요한 인터랙션 방식이 되었다 그러한 만큼 손w락을 . 

이용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서도 이NB 

를 반영하여 손w락의 크기와 움직임 등 인체공학적인 연구에 기반을 둔 디

자인의 규칙이 생겨났다 일례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등이 손w락으로 터. 

치하기 알맞은 사이즈로 디자인 되는 것과 혹시 모를 클릭 오류 등을 방지(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소사이의 레이아웃상의 y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스크린 터치를 이용한 손w락 제스처 인터랙션 방식은 압력을 민감하게 감 

지하는 디스플레이의  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변화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은 이후 터치라는 기술을 적용. :ffb[ _Ihed[2L /=

하였는데 이는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센서를 추w하여 사용자w 스크린( 

을 손w락으로 힘주어 누를 때 아이폰의 스크린 강화유리w 센서에 w까이 

다w오는 정도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 축과 축만을 인지하. n o

던 스크린 터치방식에서 압력을 인지할 수 있는 감압식 기술을 구현하여 깊

이를 담당하는 축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평면에 국한되었p . 

던 스크린에서 압력을 깊이감을 구현한 것은 새로운 도약이었다 그러나 . 

터치의 제스처에는 몇 w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의 /= . 

기능이 팝업 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터치의 는 Lhehj)Ckj (Ief)kf& /= NQ

깊숙이 민다 는 압력 제스처에서 사용자w 기 하는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 . 

또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들이 w 갖고 있는 플랫디자인적인 시x GNB

요소들은 사용자들이 깊이감을 인지하기 힘들게 만들어 무엇에 터치를 /=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압력이 필요한지를 알기 어렵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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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일치들은 터치w 갖고 있는 공감x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 

자들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영상 기반 제스처 인식-).. 

이미 등 여러 제스처 인식 기반의 F_Yheiefj D_d[Yj( LHGR Qf[h_W MekYhv

기기들이 시장에 나와 의 발전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 는 GNB . D_d[Yj

에서 를 위해 출시한 음성 동작 인식 기기로 적외선 센서w F_Yheiefj QXen t ( 

장착된 카메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주변의 ×원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감

지할 수 있으며 동작 인식 뿐 아니라 표정 등의 인식도 w능하였다 또한 ( . 

 발자들을 위한 w 나오면서 모션캡쳐 카메라로서 다양한 콘텐츠의 L=D /=

제스처인식 장비로서 이용되었다 에서 사용되던 에서의 기본적 . QXen D_d[Yj

제스처 어휘 는 다음 표 과 같다(G[ijkh[ OeYWXkbWho& T 0)-U .

30) 양혜린 터치의 부족한 는 사용자 경험 연세  랩 . (2016, May. 20). ‘Apple 3D 2% ’, UX
인지공학스퀘어 테크 제 호, M, 37 . Retrieved from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 
article&wr_id=2006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몸짓 
시작하기

아이콘이 표시되면 손을 좌우로 흔들기

커서
띄우기       

손바닥 펴서 쪽으로 Kinect
들어올리기

줌인 줌/ 
아웃 

    

잡고 앞뒤로 끌어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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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스처는 매우 직관적이며 주로 내비게이션 및 조작 제스처를  D_d[Yj ( 

사용하고 있다 손바닥을 들어 올려 제스처 인식의 시작을 알리는 제스처 . 

이외에는 모두 커서의 이동 선택 그리고 콘텐츠 윈도우를 잡고 늘리고 줄( ( 

이기 등의 매우 심플한 지시 조작적 제스처에 한정되어있다 는 여+ . D_d[Yj

러 제스처 컨트롤 연구의 기반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 

다양한 제스처 어휘를 구현w능하다는 확장 w능성의 장점을 w지고 있지

만 기본적으로 에 매핑된 제스처의 범위에는 한계w 있다( D_d[Yj .

또한 와 유사한 방식의 제스처인식 기술을  LHGR Qf[h_W MekYh D_d[Yjv

사용하며 아래 표 는 의 월 프로젝션 모드에서 사용되는 ( T 0).U Qf[h_W MekYh

기본적 제스처 어휘 이다 매우 y단한 기본적 동작만을 사용하여 사용자w . 

다양한 기능의 숏컷으로서 제스처를 사용하기 보다는 메뉴 및 스크린 안을 

선회하며 원하는 지점으로의 이동 및 선택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해당 기능. 

개체 선택     

편 손바닥을 움직여 원하는 
개체 위에 놓고 앞으로 누르기 
흰색으로 물들때까지( )

그립/ 
스크롤     

손을 주먹 쥐어 화면을 잡고 
좌우로 당기고 밀어 화면 스크롤

홈으로 
복귀

  

풀스크린에서 양손을 주먹 
쥐어 좌우를 잡고
가운데로 모아 화면 ‘shrink’
원래 홈화면 복귀

콘텐츠 
풀 
스크린 
만들기

  

홈 화면 복귀 상태에서 다시 
콘텐츠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늘여 ‘stretch’ 

가이드 
몸짓
일시중지( / 
Kinect 
가이드를 
열기)

양팔을 차렷 자세로 하고 그다음 왼팔을 몸에서 
도 각도로 쭉 펴기45

표 기본 제스처[ 4-1] xbox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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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관 되는 직관적 동작을 주로 사용하여 이해 및 학습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포인터 띄우기를 위한 집게손w락 펴기 동작과 재생 중 컨트롤 패( 

널 띄우기를 위한 손바닥 동작이 구분이 어렵고 그 차이w 모호한 점  체 ( 

클릭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탭 검지로 한번 두드리기 이나 더블 탭(jWf( &

의 동작 신 핀치 엄지와 검지를 벌렸다 오므리기 동(ZekXb[)jWf& (f_dYh( & 

작이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핀치의 기능과는 다르므로 의미 인식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포인터 
띄우기    

앞에서 집게손가락 Xperia
들어올린 자세

개체선택 
클릭( )

집게손가락을 뻗어 개체 위에 
놓은 상태에서 엄지를 움직여 
꼬집는 제스처

드래그
이동

엄지와 검지로 개체위에서 
꼬집어 선택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임

음소거/ 
음소거 
풀기

  

집게손가락을 입술앞으로
쉿 자세 취하기‘ ’ 

콘텐츠 
재생 중 
컨트롤 
패널 
띄우기

   

콘텐츠 재생중 앞에서 Xperia
손바닥 들어올린 자세

재생중 
컨트롤 
패널에서  
선택하기

컨트롤 패널을 띄운 상태에서 
개체위로 손바닥을 움직여 
주먹쥐기

표 기본 제스처[ 4-2] SONY Xperia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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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년 스마트 는 모션인식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에 .,-1 MO . MO

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제스처를 인식하면 곤란하였기 때문에 먼저 검( 

지를 펴서 좌우로 흔드는 제스처로 먼저 모션인식을 활성화 시켜야 제스처

의 활용이 w능했다 삼성 스마트 에 적용된 제스처 인식이 w능한 기능. MO

은 표 에 정리된 것처럼 매우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에 국한되어T 0)/U

있었으며 검지를 이용한 포인터 이동 선택이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돌아( ( . 

w기 메뉴 호출하기 등의 조금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일부 기능 또한 제스( 

처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검지를 초 이상 접었다 펴는 제스처로서 옵션 ( -

메뉴를 호출하는 제스처는 매우 y단하여 학습이 용이하지만 선택 제스처와

도 유사하여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옵션메뉴 호출로 ( 

연상할 수 있는 제스처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모션인식 
활성화

앞에서 검지만 펴고 TV 
좌우로 흔들기

포인터 
이동하기

검지만 편 상태로 손 이동

항목
선택하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처럼 검지 

접었다 펴기 메뉴 선택 및 기능 –
실행 
계속 접고 있으면 리모컨 -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처럼 
동작채널 계속 돌아가기( )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손을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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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는 표적 기기로 현실의 공y 내에 w상의  F_Yheiefj AebeE[di FK ( 

오브젝트와 를 적절히 배치해주고 시선과 몸의 이동에 따라 w 함께 NB NB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시작메뉴,
시작,
게임중지, 
홈 복귀 

손가락을 위로하여 모았다가 
펴는 꽃봉오리 자세‘ ’ 

에어 탭
(air-tap)
선택
클릭( ) 검지로 가리킨후 빠르게 검지를 

내려 엄지에 닿게하는 탭‘ ’ 
확대 및 축소 스크롤 등의 - , 
기능은 모두 탭 동작을 응용

표 제스처[ 4-4] Microsoft HoloLens

는 기본적으로 음성인식과 응시 제스처를 복합적으로 사 AebeE[di (GWp[&( 

용하여 콘텐츠의 를 조작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취하고 있다 응시NB . 

를 통해 포인터를 이동하고 목표를 지정하여 제스처를 실행한다 제스처는 . 

표 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시작 게임 중지 홈 복귀에 사용되는 꽃봉T 0)0U ( ( 

오리 같이 손을 모았다 펴는 블룸 제스처와 및 객체 선택에 이(;beec& NB 

용되는 검지를 이용한 탭 동작 w지뿐이다 확  및 축소 스크롤 등의 기( . . ( 

능은 모두 탭 동작을 응용하여 활용된다 는 매우 y단한 제스처 . AebeE[di

어휘를 갖고 있으며 선택 및 그에 따른 응용동작은 매우 직관적인 조작적 ( 

제스처로서 학습과 사용에 큰 무리w 없다 의 블룸 제스처는 시. AebeE[di

작 홈 메뉴 홈화면 복귀 등의 추상적  념의 기능을 마치 꽃이 피는 것과 ( ( 

옵션메뉴 
호출하기/ 
방송정보 
확인하기

       

검지를 초 이상 접었다 펴기 선택항목에서 사용가능한 옵션 메뉴 호출가능 1 - / 
방송 시청 중 저장된 모든 채널의 방송정보 확인- 

표 삼성 스마트 년형 모션인식 제스처[ 4-3] T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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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작으로 구현하였는데 동시에 여러 기능이 할당되어 있어 맥락에 따( 

라 사용해야 한다 이 블룸 제스처는 형태적으로 기능과 큰 연관성이 없으. 

며 매우 추상적인 의 은유적 구체화 사례이다 꽃이 피는 ( F[djWb CedY[fj . 

것을 무언w의 시작으로 은유하여 y단한 동작으로 구현하였다( .

센서 기반 제스처 인식-)/. 

센서기반의 제스처 인식으로서 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암밴드는   Foe 

팔을 둘러싸는 팔찌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팔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신호( 

로 인식하여 팔의 세밀한 움직임 뿐 아니라 연결된 근육의 움직임으로 손w

락의 움직임까지 읽어내는 정확도를 자랑한다 . 

표 의 암밴드는 기본적으로 잠금 상태였다w 중지와 엄지를 맞 T 0)1U Foe 

부딪히는 동작 을 통해 잠금을 해제하고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ZekXb[ jWf&

게 된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쓰는 동작 로 전 후로 움직. ( (PWl[& ( 

이는 방식 등은 매우 직관적이고 기타 제스처 인식 디바이스와 유사한 점이

지만 손바닥을 쫙 펴는 행위w 페이지의 새로 고침인 점이나 주먹을 쥐고 ( (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제스처 
컨트롤 
잠금 풀기

중지와 엄지를 맞닿게 하기

이 전으 로 
돌아가기

손바닥을 펴고 왼쪽으로 넘기기 
‘wave’

다음으로 
넘기기

손바닥을 펴고 오른쪽으로 
넘기기 ‘wave’

페이지 새
로 고침

다섯 손가락을 쫙 펴기

페이지 
스크롤

 

페이지를 주먹을 쥐어 잡아 위아래로 당기기  

표 암밴드 제스처[ 4-5] M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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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위로 움직이는 행위w 스크롤인 점 중지와 엄지를 마주하는 것이 잠금 ( 

해제 기능을 하는 점 등은 크게 직관적이지 않으며 마치 미리 정해놓은 암( 

호와 유사하다 사용자들은 해당 제스처에서 바로 기능을 연상시키지 못할 . 

것이며 이에 학습에 있어 문제w 발생할 w능성이 있다( ( 

에어제스처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공y 근접 터치 기술로 디스플 ( & ( 

레이에 손을 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다 이러한 근. 

접 터치기술에는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 주로 사용되는 정전용량방식 패널r

을 이용해 터치패널의 인식 감도를 높여 사용자의 손w락이 허공에 근접했

을 때 전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적외선 근접 센서를 이. (BK&r

용하여 디스플레이 위로 접근한 손동작을 인식하는 센싱 방식이 있는데 삼( 

성 에어제스처는 적외선 센싱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에어무브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이동 한손으로 아이콘을 누른 채 다른 , 

손을 제품 상단의 센서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이동 

에어점프 
-화면의 
최상단 또는 
최하단으로 
이동

이메일이나 웹 페이지 실행 
중에 제품 상단의 센서위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웹 
페이지나 목록 화면의 최상단 
또는 최하단으로 이동

한눈에 
보기
잠금화면 -
알림정보
확인

제품을 평평한 곳에 놓고 제품 
상단의 센서 위로 손을 가까이 
대면 잠금 화면이 켜지고 날짜 
및 시간 알림 부재중 전화 새 , , , 
메시지 배터리 상태 등의 정보를 , 
확인

에어 
브라우즈
이전다음 - /
페이지로 
이동 

제품 상단의 센서 위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전 다음 /
파일 또는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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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T 0)2U  에어제스처는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조작동작 이동 좌우 상( ( ( 

하로 넘기기 에만 제스처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제스처 학습에 크게 어려&

움을 느끼지 않는 제스처 어휘로만 구성되었다 그러나 에어 전화받기 의 . ‘ ’
전화 수신 시 센서위에 손을 좌우로 흔드는 제스처는 기존의 전화를 받는 

인터랙션보다 오히려 복잡하고 더 많은 동작이 소요되어 크게 효용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 스마트폰 에어제스처는 세밀한 조정이 어렵고. (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빨리 소모시킨다는 단점이 있어 더 이상 최신 스마트

폰에 탑재되지 않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작은 스마트폰 스크린. 

과 달리 도의 커다란 상호작용공y을 지니며 늘 전원이 연결되어 배터/2, ( 

리w 빨리 소모될 염려w 없는 기반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IC OK 

다. 

디지털 기기 제스처 현황 분석-)0. 

부분의 디지털 기기에서 이전 다음으로 넘기기 좌우로의 스크롤 및 클  + ( ( 

릭 확 축소 등의 기본적 조작 지시 제스처는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 + +

으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모바일 기기 등에서 빈번히 사용하( 

고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형식을 취하여 사용자들의 이해와 학습을 도

왔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매우 y단한 기본적 조작 및 지시 . 

기능에만 제스처 어휘를 갖추고 있었다 객체의 직접적 조작 및 이동 등 물. 

리적 조작과 지시 기능을 벗어난 추상적  념을 w진 기능에 제스처를 매핑

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추상적  념에 제스처를 할당한다 . 

하더라도 사용하기 쉬운 y단한 동작 구현에만 집중하여 제스처에서 해당 

기능 제스처 기능 제스처

에어 전화 
받기
-통화연결

전화 수신 시 제품 상단의 센서 위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면 
통화가 연결

표 삼성 스마트폰 에어제스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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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형태적 의미적으로 연상하기 어렵거나 다른 기타 기기와 다르게 ( (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분의 비접촉식 제스처는 별다른 시x적. ( 

촉x적 피드백 없이 공중에서 구현되어 사용자들에게 인터랙션의 온전한 ( 

감x적 만족감과 조작감을 주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제스처.. OK 

센서를 통해 위치를 인식하는 의 환경에서 많은 콘텐츠  Keec)iYWb[ OK

들은 일반적으로 의 위치 및 x도 인식 그리고 컨트롤러의 움직임과 AF= ( 

위치를 통해 제스처를 인식하고 구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걷기 등의 내비. 

게이션 활동 뿐 아니라 컨트롤러의 위치 x도 속도 인식을 통해 물건 들( ( 

어올리기 던지기 등의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 

다 또한 버튼 등을 누르는 동작 또한 컨트롤러를 이용한 .  GNB hWo jWh][j)

트리거 버튼 클릭의 원격 조작 방식으로 사용할 수 도 있지만 사용자_d]) ( 

의 팔이 닿는 범위에 버튼이 위치하고 물리적 조작이 w능하도록 설정되어 ( 

있는 버튼이라면 컨트롤러를 든 손을 내밀어 누르는 동작을 통해 버튼을 ‘ ’ 
클릭할 수 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모든 기능과 동작들은 유형적으로 구. 

성된 객체에 한 매우 직접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상호작용이며 추상적이( 

거나 비물질적인 특정 기능 수행을 위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 

은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자 플랫폼이다 사용자  K[Y Keec OK OK . 

들은 자신의 w상 신체를 구현한 아바타를 바탕으로 안의 사람K[Y Keec 

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며 실제 음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다( ( . K[Y Keec

은 환경과의 단순한 물리적 상호작용 또한 당연히 w능하지만 팔의 움직임( 

을 통한 특정한 기능 수행이 w능하다 아래 표 은 기. T 0)3U K[Y Keec OK 

본적 기능에 적용되는 제스처를 정리하였다.

은 친구 맺기 파티 맺기 차단하기 등 다양한 무형적이고 추상 K[Y Keec ( ( 

적  념을 w진 기능들을 제스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매우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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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제스처

서로 손을 
부딪쳐 
소리내기,
파티 맺기

컨트롤러를 든 두 손을 위로 올려 하이파
이브 하고 주먹을 서로 부딪치는 액션 

친구추가

서로 손을 내밀어 맞닿고
컨트롤러의 트리거를 당긴 상태로( ) 
악수하듯 흔들기

watch 
menu
메뉴보기

시계를 보듯 팔목을 꺾어 컨트롤러를 
회전시키기

음소거/ 
차단하기

시끄럽거나 싫은 사람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올리고 몇 초간 가만히 
있기

타인의 
프로필
보기

멀리 있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을 향해 , 
검지로 포인팅하기
컨트롤러의 버튼 의 경우 ( ‘drop’ - oculus
버튼 누르고 가리키기 그리고 트리거를 Y/B -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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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서 사용되는 제스처들은 컨트롤러의 버튼 매핑과 함 ( K[Y Keec

께 동반되어 사용해야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위에 표에서 보면 알 수 . 

있듯이 컨트롤러를 사용한 인터랙션이 필요한 에서는 컨트롤러( K[Y Keec

의 위치와 x도 팔의 움직임 손목의 x도 만을 인식 w능하며 손w락의 제( ( & ( 

스처를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지로 포인팅하기 엄지를 치켜 올리기( ( ( 

손을 오므렸다 펴기 등의 동작은 모두 컨트롤러의 버튼을 조작하여 이루어

진다 이러한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w상의 손 아바타의 동작과 . 

일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w상( 

의 아바타와 실제 신체y의 괴리를 체험하게 한다.

제스처에 한 선행연구의 고찰/. 

의 메타포와 제스처 연구에서 제스처는   C_[da_ # Fkbb[h(.,,4& m_bbfkb 

라 명명되었다 이때 제스처는 즉 의도적인 몸짓XeZ_bo cel[c[dj . m_bbfkb( 

을 말하는 것이다./-& 몸짓에도 무의식적 동작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동작은  ( 

/-& C_[da_( :.( # F bb[h( C. (EZi.&.(.,,4&.rü F[jWfheh WdZ ][ijkh[(Oeb. /&. Cehd 

;[djWc_di IkXb_ih_d]. f.1).1

기능 제스처

타인에게
좋아요 
누르기

엄지를 치켜들고 몇 초간 가만히 있기
트리거를 당긴 상태로 가만히 있기( )

카메라 
불러오기,
캡쳐 화면 
남기기
사진 찍기( )

양손을 마주본 상태로 간격을 벌리고 들고 
몇 초간 있다가 사진을 찍을 때 주먹을 , 
빠르게 쥐었다 펴기 양손의 트리거를 (
동시에 당겼다 놓기)

표 제스처[ 4-7] Rec Room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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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통제되지 않는 스트레스나 욕구의 충족 감정의 표출을 위한 행위로 (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의도적 몸짓 즉 제스처는 동적 제. ( 

스처와 정적 제스처로 크게 구분되며 정적 제스처는 주로 자세와 상 적인 

몸의 부위의 주로 손 의 위치를 뜻한다 동적 제스처는 동작의 궤적으로 아( & . ( 

이디어나 의도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동적 제스처 또한 여러 w( . 

지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통일된 분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적 제스처는 그 역동성 빠르기 등에 따라 다른 . ( 

의미를 지니게 되기도 한다.

동적 제스처 중 문화적으로 발전된 구체적 상징인 제스처는 엠블럼 

이라고 부르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최(EcXb[c& ( . 

윤희 는 그 예시로 엄지를 치켜 올리는 동작은 영미권 그리고 우리나(-555&

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좋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리스에서는 욕설인 점을 ( 

들어 이를 설명한다./.& 엠블럼은 한두  의 단어로 바꿀 수 있고 매우 구체 

적이고 명확한 의미 메시지를 지닌다 또한 동일한 문화권의 집단 y에 공( . 

유되는 의미를 w진다 또한 화 몸짓 은 화 중에 부지불식. (][ij_YkbWj_ed&

y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동작으로 미리 정해진 의미는 없으나 말을 할 ( 

때의 무의식적 생x을 형상화하는 것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동작이다. 

는 제스처를  w지 타입으로 구분했으며 그 w지 FYG[_bb # E[lo(-54.& 0 0

타입은 첫 번째 비트 리드미컬한 제스처 단어나 구절을 강조할 때 ( (;[Wji) ( 

사용 두 번째 지시적 세 번째 아이코닉 실재하는 사물&( (Z[_j_Yi&( (_Yed_Yi) ( 

생물의 형태나 움직임의 묘사적 제스처 마지막으로 은유적&( (c[jWfheh_Yi)

추상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제스처 아이코닉과 유사하지만 추상적  념) 

을 표현함 으로 구분하였다 에서 재인용 & (C_[da_ # Fkbb[h( .,,4 f.3&. 

의 경우는 수화를 뜻하는 DWhWc # LYhhW[f[b(.,,1( ff.0)4.& EWd]kW][ 

를 제외하고 제스처를 스타일에 따라 크게 지시적 조작적G[ijkh[i (=[_Yj_Y&( 

의미 기호적 엠블럼과 유사 구어동반 묘사(cWd_fkb) Wj_ed&( ( (i[cWfheh_Y) &( 

적 몸짓 의 w지로 구분하였다(][ij_YkbWj_ed) Z[f_Yj_l[ eh _Yed_Y& 0 .//&

/.&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555&. ( 6 

//& DWhWc( F.( # LYhhW[f[b( F. C. (.,,1&. : jWnedeco ef ][ijkh[i _d hkcWd 
Yecfkj[h _dj[hWYj_edi. f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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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제스처 G_[bi[d( Lj hh_d]( Fe[ibkdZ( # GhWdkc(.,,/( f..&ö
를 크게 설명적 의미론적 으로 나누고 설명적 분류는 (Z[iYh_fj_l[&( (i[cWdj_Y& ( 

움직임에 따른 분류 의미론적 분류는 제스처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나누었( 

다 의미론적 분류에서의 제스처로는 크게 엠블럼 제의적 제. ( (fhefei_j_edWb&

스처( 아이코닉 제스처 은유적 제스처 지시적 ( ( 제스처 비트w 있다( . G_[bi[d 

등은 엠블럼과 은유적 제스처는 문화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지시적 제스처 아이코닉 제스처 제의적 제스처 그리고 엠블럼이 ( ( ( 

의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연구에서 관련 있는 제스처라고 하였다 닐슨ACB . 

은 제스처의 문화적 의존성에 해 w장 보편적인 것을 취하되 다른 문화( 

권에서 사용되지 않는 제스처라면 그 문화권에 맞는 제스처 세트로 변경해 

주는 것을 추천하였으며 또한 문화 의존적인 제스처w 사용된다고 해서 반( 

드시 비논리적인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다./0&

제 절 은유적 제c처4 

제스처의 은유적 표현 요소-. 

제스처는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통해 어떠한 의미나 강조를 담은 비언어행 

위로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제스처는 몸을 활용한 언어적( . 

인 비 음성 행위인 수화와는 달리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비구조적으로 일

정 패턴 없이 아이디어 의도 또는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공식적 규( ( . 

칙이 불분명하므로 의미w 모호한 경우도 많지만 비언어 메시지는 때때로 ( 

언어보다도 더 상황과 느낌을 정확히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화 중의 제. ( 

스처는 매우 맥락 의존적이며 유사한 몸짓이라도 상황 과 문화에 ( (Yedj[nj&

따라 다른 의미를 담기도 한다 최윤희.( ( -555&

제스처는 사물의 외형 및 움직임의 특징을 모사하거나 추상적  념일 경 ( 

우 유사한 특징의 물리적 사물이나 생물 등에 빗 어 표현하는 등 기본적으

로 은유적 성격을 지닌다. IWlbel_Y( LhWhcW # AkWd] 은 제스처의 (-553&

/0& G_[bi[d( F.( Lj hh_d]( F.( Fe[ibkdZ( M. ;.( # GhWdkc( E. (.,,/( :fh_b&. : ö
fheY[Zkh[ feh Z[l[bef_d] _djk_j_l[ WdZ [h]edec_Y ][ijkh[ _dj[hfWY[i feh ACB. 
BdrBdj[hdWj_edWb ][ijkh[ mehaihefr(ff. 0,5)0.,&. Lfh_d][h( ;[hb_d( A[_Z[b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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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움직임이 제스처를 구현하는 사람의 에 의해 결정F[djWb CedY[fj

된다고 하였으며/1& 또한 제스처를 결정하는 는 과거의 경( F[djWb YedY[fj

험에 의해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 x인된 물리적 추상적  념에 한 표 ( ( 

이미지라 설명되었다.(P[_diYh[da( .,-.&./2& 이렇듯 제스처의 형성과정은  

은유를 통한  념의 형성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제스처 인터( 

랙션은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이용한 인터랙션이 w능한 의 환경에서 OK

적합한 디자인 메타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된다. 

그림 행위 기반의 메타포를 차용한 디자인 T 0)2U )  
무인양품의 플레이어 오른쪽 의 왼쪽PWbb)cekdj[Z C= ( &( :ffb[ _IWZ( &

제품 및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일상에서의 행위를 기반으로 은유적으로 빗

댄 제스처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w 이미 존재한다. 그림 의 T 0)2U  무인양

품의 플레이어는 환풍기 전등의 줄을 아래로 잡아당겨 PWbb)cekdj[Z C= ( 

제품을 작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일상해서의 행위를 음악을 재생시키고 정지( 

시키는 것에 빗 어 디자인 되었으며( 의  :ffb[ _IWZ 또한 책을 넘기는 제스 

처를 적용한 의 페이지를 넘기는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이 [)Xeea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IWlbel_Y( O. B.( LhWhcW( K.( # AkWd]( M. L. (-553&. O_ikWb _dj[hfh[jWj_ed ef hWdZ 
][ijkh[i feh hkcWd)Yecfkj[h _dj[hWYj_ed6 : h[l_[m.rBEEE MhWdiWYj_edi ed IWjj[hd 
:dWboi_i # FWYh_d[ Bdj[bb_][dY[( (3&( 233)251.

/2& 모든 기획자와 디자이너w 알아야할 사람에 한 w지  P[_diYh[da( L. F. (.,-.&( -,,
사실 정경훈 역 파주 (EZ_j_ed /( r &. 6r위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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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적 제스처.. 

 추상적  념을 무언w에 빗 어 묘사하는 제스처를 은유적 제스처라 한다. 

은유적 제스처는 아이코닉 제스처와 유사하나 추상적  념을 주로 (_Yed_Y& (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는 과 . Fkbb[h(-554& FYG[_bb

의 아이코닉 제스처와 은유적 제스처는 둘 다 상징적이지만 차E[lo(-54.& ( 

이점은 지시 상 그 자체를 묘사하는지와 그 지시 상의 특색을 나타내는 

다른 독립체나 행위 등을 묘사하는지 은유적 표현 에 있다고 하였다( & .(C_[da_ 

에서 재인용# Fkbb[h( .,,4 f.4 &  C_[da_(-554 6 C_[da_ # Fkbb[h( .,,4. 

에서 재인용 w 은유적 제스처의 전형으로서 언급한 것 중 하나는 ff.4)-2 &

발언 중에 허공에서 무언w를 들고 있듯 빈손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다섯 손w락을 모두 둥글게 살짝 구부린 채 앞으로 살짝 내미는 제스처이

다 는 이러한 제스처를 아이디어를 컨테이너 둥글게 구부러진 손 그. C_[da_ ( )

릇 안의 사물처럼  념화하여 컨테이너 안의 아이디어를 담아 전달하는 & ( 

것과 같은 행동의 은유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 C_[da_

의 몇 w지 예시를 더 설명하자면 여러 레벨이 있음을 설명할 때 손을 w( 

로로 펼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레이어 또는 하나의 층을 표현하고 그 ‘ ’ ( 

손바닥을 아래위로 움직이며 레벨의 높고 낮음 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 또‘ ’ . 

한 다른 예시로는 진실에 한 이야기를 할 때 손을 곧게 펴고 세로로 손

날을 세워 들어 올렸다 다른 손바닥에 아래로 부딪히며 자르는 것 같은 제

스처를 보이기도 하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진실 이라는  념에 해 . ‘ ’
손바닥을 펼쳐 곧게 세로로 뻗어 똑바로 의 추상적 이미지를 몸으‘ ’(ijhW_]hj&

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우리는 깊은 고민 . 

없이 즉흥적으로 언어와 동시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유적 제스처를 주로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반영 

하고자 한다 은유적 제스처는 w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이. Fkbb[h(-554& ( 

코닉 제스처w 실존하는 존재나 움직임을 따라서 묘사하는 직유의 방식을 

띠는 것과 달리 추상적 무형적  념을 다른 독립체 등에 빗 어 표현하는 ( 

은유의 형식을 띠고 있기에 추상적인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경험에 의해 특( 

정한 물리적 특징으로 바꾸어 제스처로서 표현하는데 있어 적합한 형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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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엠블럼 또한 은유적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은유적 제스처보다 더욱  ( 

문화 의존적이어서 일부 문화권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엠블럼에 속하는 ( 

제스처의 종류w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 다양한 기능에 사용될 수 OK

없다는 점에서 한계w 있다 또한 지시적 제스처는 w상환경 내에서 무언w. 

를 w리키고 선택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y단( 

하고 은유적 표현이라 볼 수 없기에 연구 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비트 제. 

스처 역시 은유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w상환경 내 특정 콘텐츠 음악 리( ( 

듬 관련 콘텐츠 등 에서 사용되는 제스처이기에 연구 상에서 제외하였다& .

본 장의 절에서 설명된 의  념메타포의 하위   - EWaeff # Cehdied(-54,&

 념인 관습적 은유는 추상적이거나 무형적 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념 메타포는 수사적 메타포와는 달리 몸을 이용한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념메타포를 제스처의 도출에 이용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 ( 

는 의 기능에 응하여 은유적으로  념을 구축할 수 있다OK . 

 념 메타포의 관습적 은유의 하위 구조에 속하는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 ( 

유 존재론적 은유는 제스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은유의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념을 다른 별 의  념에서 구조화하는 구조적 은유는 w장 . 

많이 활용되는 은유의 일반적 구조인 의 구조를 지니며 시y은 금: _i ; ( ‘ ’
등의 예시w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은유는 추상적 의 기능을 실생활에서 . OK

유사한 사물이나 행위의 모습에 빗 어 몸짓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  념을 상호 관련성 속에서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 ( 

와 같이 위 아래 안 밖 앞 뒤 등 공y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 ) ( ) ( )

지향적 은유와 추상적  념인 정서 생x 활동 등을 구체적 물건 물질로 ( ( ( ( 

 념화하는 존재론적 은유 또한 의 기능 표현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OK

있다 공y적 지향성의 특성을 지니는 지향적 은유는 w 제시한 . I[ W(.,,2&ñ
그릇 경로의 이미지 스키마를 통하여 공y과 이동의  념을 인지시킬 수 )

있으며 실제로 윈도우 폴더 웹브라우저의 메타포로서 사용자들에게  념( ( ( 

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방향성을 지니는  념은 제스처의 동적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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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이나 팔 전체( 

를 움직여 표현w능하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은유는 실체w 없는 기능을 만지거나 셀 수 있는 존 

재로 은유하는 것으로 무형적이거나 추상적인 의 기능을 실체w 있는 ( OK

물체에 은유하여 마치 무언w를 잡거나 손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또는 실체w 없는 것을 수량화시켜 더 적거나 많은 것을 부피나 ( 

높이 무게의  념에 은유하여 제스처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렇듯  그림 처럼 T 0)3U 기능의 본질적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은유의 방OK 

법을 사용하여 제스처로서 표현할 수 있다 구조적 지향적 존재론적 은유는 . ( ( 

하나의  념 또는 기능에 단 한 w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념에 ( 

동시에 다양한 은유의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정된 . ( 

기능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일상에서의 행위에 빗 는 구조적은유를 제스OK 

처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실체w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존( 

재론적 은유 또한 적용 w능하다. 

그림 기능의 개념메타포를 통한 은유적 제스처 도출[ 4-7]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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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5 은유적 제c처 기반 디ts 개발20 1I 

제 절 연A문제의 A체화1 

현황 인터페이스의 문제점과  선안 제안-. OK 

현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그림 과 같이 크게 두 w지로 나 OK T 1)-U

뉘어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윈도우 모바일에서의 적 요소를 그. ( GNB

로 차용한 인터페이스 두 번째는 스큐어모픽 디자인을 활용하여 레버( ( 

버튼 다이얼 노브 등으로 현실에 있는 사물과 기계식 조작부처럼 ( ( (adeX&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정보 및 컨트롤을 . 

작은 면적 안에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기존의 모바일( ( 

윈도우 유저들에게는 나름 친숙한 디자인이라 사용이 크게 무리w 없다

는 점이 장점이며 두 번째로 스큐어모픽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몰입감( ( 

시x적 생동감을 높일 수 있으며 조작의 재미를 더 높인다는 점에 있다( .

그림 기존 왼쪽 오른쪽T 1)-U OK NB) Lj[Wc OK i[jj_d]( &. CeX i_ckbWjeh( &
 

그러나 단점도 있다 앞의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친 의 사 . / GNB

용은 배경과의 부조화 및 몰입감과 현존감의 하락을 w져오며 스큐어모( 

픽의 지나친 사용은 실제 현실과 유사하지만 보다 저급한 묘사로 인한 

불편감과 현실의 모사에 매몰되어 진정한 창의력의 발산에 방해w 되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컨트롤러 사용에 있어 몰입감의 하락의 문제w 있다 컨  ( OK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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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는 팔의 움직임과 위치 등을 이용해서 y단한 제스처 인식을 w능

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러 위의 버튼 컨트롤을 통해 내의 ( OK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마우스 등과 같은 원격 컨트롤러의 방식을 그( 

로 차용하고 있어 실제 현실에서의 행위와의 차이w 발생하고 이러한 ( 

점 때문에 몰입감이 하락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 질문의 도출.. 

그림 기존 의 인터랙션 방식[ 5-2] VR UI
 

현재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인터랙션 방식이 인터페이스에 맞춰 OK 

지는 양상을 띤다 그림 사용자는 눈앞의 시x적 인터페이스를 인T 1).U. 

지한 후 기표를 발견하고 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추리한다 이( . 

렇게 추리한 결과에 따라 해당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내에서 모델의 경우 작은 토글 메뉴에 포인터를 맞춰 버튼을 누OK GNB

르고 슬라이더를 포인터로 겨냥하여 잡고 좌우로 움직이는 방식을 취하( 

게 된다 스큐어모픽 디자인 또한 마찬w지이다 사용자는 눈앞의 레버를 . . 

발견하고 손을 뻗어 당기고 버튼을 누르며 다이얼을 돌린다 이러한 방( ( . 

식은 일부 기능의 조작에 있어 편의성을 w져다주지만 컨트롤러를 이용( 

한 인터랙션 위주의 현재 의 방식으로는 현실세계에서의 인터랙션 방OK

식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 제스처를 활용한 새로운 의 인터랙션 방식[ 5-3] VR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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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미 디자인된 관  

습적 인터페이스에 인y의 행위를 맞추는 것이 아닌 해당  념에 의해 

구현된 사람의 행위 제스처 에 맞추어 인터페이스를  발 및 디자인 하( &

는 것에 하여 연구하였다 그림 해당 기능의  념을 떠올렸을 때 T 1)/U. 

연상되는 제스처를 구축하고 그 제스처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발하

는 것이다 인터페이스의 시x적 디자인은 이전과 마찬w지로 시x적 기. 

표w 적용되지만 해당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상기시키기 위( 

한 기표w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적용될 제스처는 해당 기능의  념에 . 

해 인y이 w진  념 메타포를 찾아 적용하고 이를 몸으로 표현한 은( 

유적 제스처를 활용하려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아래의 질문과 . 

그에 한 응답을 얻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질문6

은유적 제스처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내의 기능은 무엇인w-. OK 9

선정된 의 기능에 적합한 은유적 제스처는 무엇인w.. OK 9

은유적 제스처에 걸맞은 인터페이스를 시x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w9 

환경 내에서 사용자w 느끼는 현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0. OK 

연스러운 인터랙션이 w능하도록 할 수 있는w9

그림 은유적 제스처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의 [ 5-4 VR
인지 및 사용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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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w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실험을 위 0 ( 

한 의 기능을 선별하고 해당 기능에 맞는 은유적 제스처를 결정하OK NB ( 

며 그에 따라 적합한 의 시x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OK . ( 

사용자w 해당 프로토타입의 사용을 경험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존감의 향상에 영향이 있었는w를 파악한다.

제 절 의 기능선정 R 은유적 제c처의 도출2 20

의 기능 선정-. OK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다양한 사례  OK 

를 분석한 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실험을 위해 적절하게 여겨지는 기

능 w지를 도출하였다1 . 

수많은 내의 기능 중에서 단 몇 w지만을 선별하여 선정하기 위해  OK

몇 w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인  념의 기능이거나 눈으로 . -& (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성질을 지닌 기능 다른 디지털 ( .& 

플랫폼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디지털 플랫폼보OK ( 

다 사용이 더욱 불편해진 기능 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의 w지 ( /& OK /

조건이다. 

번 조건을 지닌 기능들의 경우 유형적인 표현이 어려우므로 현재 많  -

은 경우 에 의존하여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컨트롤GNB OK ( 

러를 통한 조작의 필요를 야기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사용을 배재하고 

적합한 제스처의 활용을 통해 현존감을 상승시킬 필요w 있다 또한 번. .

째로 다른 디지털 정보처리 기기에서 사용되는 키보드 등의 입력 보조 ( 

장비나 수많은 아이콘의 배치w 불w능 한 상황에서 컨트롤러의 한정된 

버튼을 통해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이라도 다른 디지털 

정보 처리 기기에 비해 그 사용방법이 상이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w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기능의 사용성  선과 더불어 현존. 

감 의 향상을 위해 기능을 선정하였다 번째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 / OK

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이유는 높은 활용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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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으로 향후 이용w치w 높아야하기 때문이다. 

선정에서 제외한 조건은 선택 취소 좌우 스크롤 등의 직관적 내비  -& ( ( 

게이션 기능 등의 단순 지시 조작 동작만으로 구성된 기능 특성 사( ( .& 

물 도구에 부여되어 조작되는 기능의 w지이다 해당 조건들을 기능 ( . . 

선정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너무 단순한 내비게이션 선택 등의 기능은 ( 

은유적인 제스처를 사용할 수 없고 매우 y단한 지시적 제스처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회전 스크롤 확인 취소 등의 직관적인 기능은 이미 ( ( ( +

충분히 보편적 사람들이 동의하는 제스처 어휘에 한 연구w 진행되었

고 다양한 제스처 인터페이스w 적용된 기기들에서 이미 거의 유사한 ( 

제스처를 사용하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번째 제외조건의 경. ( .

우는 특정 사물이나 도구에 부여된 기능의 경우 해당 사물의 외형에 따

른 인터랙션에 한정되어 굳이 제스처를 사용할 필요w 없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고려된 기능의 후보로는 볼륨제어 조도제어 앱 실  OK ( ( 

행 홈 화면 복귀 취소 다음 이전 일시정지 등 다양한 기능이 있었으( ( ( + ( 

며 기존의 적 요소w 강하게 적용되는 볼륨제어 조도제어 앱 실행( GNB ( ( ( 

홈 화면 복귀 다음 이전 기능의 w지의 기능이 물리적 인터랙션을 통( + 1

한  선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연구 상으로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해. 

당 기능들은 기존의 모바일 윈도우 기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익숙( 

한 기능들의 나열이며 제스처를 적용할 지라도 단순한 조작적 제스처에 

불과하여 기존과 거의 다름없는 제스처w 도출될 것이 염려되었다 효율. 

적인 연구를 위하여 상기된 조건을 확립하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기능을 

선별하였으며 부합되지 않는 기능 들을 제외하고 퀵 메뉴열기 원거리 ( ( 

순y이동 빠른 도구교체의 w지의 기능이 추w 되어 최종 w지 기능( / 1

이 선정되었다 표 . T 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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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제어
(Volume)

조도 제어
(Brightness)

퀵 메뉴 열기
(Quick Menu)

현황 에서의 문제점VR

공중에서 포인터의 원격 조작이  
손 떨림 등으로 정확도 떨어짐

컨트롤러의 별도 메뉴 버튼 : 
학습 필요성/

메뉴버튼 있는 경우GUI - 
항상 시야 공간에 메뉴버튼이 
존재해야함

원거리 순간이동
(Teleportation)

빠른 도구교체
(Tool Swapping)

현황 에서의 문제점VR

한정된 실제 이동 공간 보행 무한한 ( )- 
가상 이동 공간 순간이동 간의 괴리( ) 

단축키의 부재로 빠른 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메뉴진입이 필요해 학습에 시간이 
걸림

표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선정된 기능 가지[ 5-1] 5

  

퀵 메뉴열기 원거리 순y이동 빠른 도구교체 기능의 문제점은 에  ( ( OK

서 컨트롤러의 버튼 인터랙션에 강하게 의존하는 점이었으며 볼륨제어( ( 

조도제어 기능의 경우 주로 슬라이더를 통해 제어되나 슬라GNB ( GNB 

이더의 조작감 및 사용성이 컨트롤러 사용 시 크게 떨어지는 점이 OK 

w장 주요한 문제점이었다 볼륨제어와 조도제어는 여러 w지 면에서 많. 

은 유사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두 w지 기능을 모두 선별한 이유는 같은 

양적제어의 특성을 w진 두 w지의 기능이 xx 소리와 빛이라는 해당 

기능의 근원적 특성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w설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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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존 GUI 현황 VR UI

볼륨제어 

슬라이더GUI 
마우스를 이용한 원격조작( / 
터치스크린 손가락 드래그 디바이스 - / 
버튼 위아래 누르기)

슬라이더GUI 
컨트롤러 포인터를 이용한 원격조작( )

조도제어

슬라이더GUI 
마우스를 이용한 원격조작( / 
터치스크린 손가락 드래그 디바이스 - / 
버튼 위아래 누르기)

슬라이더GUI 
컨트롤러 포인터를 이용한 원격조작( )

퀵 메뉴 

열기

메뉴 버튼 클릭
드롭다운 메뉴 별도의 메뉴 창 ( / 
오픈)

컨트롤러의 메뉴 버튼 동작/
가상 환경내 메뉴 버튼

버튼 포인팅 및 트리거 버튼 조작(GUI , ) 

원거리

순간이동

지속적 이동키보드 앞으로 진행키 (
계속 누르기)/ 
위치 선정 및 이동
해당 위치 마우스 더블클릭 )

위치 선정 및 이동
해당 위치 포인팅 및 트리거 조작( )ﾠ

빠른 

도구교체

단축키 키보드 클릭( ) /
마우스 휠/
화면 내 포인터 클릭GUI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른 도구 선택하여 
집어들기 컨트롤러의 버튼 휠 등 조작/ , /
도구 메뉴 팔레트 중에서 하나를 
포인팅 선택-

표 선정된 기능의 기존 현황 인터랙션 방식[ 5-2] 

표 는 선정된 w지 기능의 기존 및 현황 에서 많이  T 1).U 1 GNB OK NB

사용되는 인터랙션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볼륨제어 조도 제어는 수량화를 통한 수치 제어를 위해 주로 슬 ( GNB 

라이더 방식이 이용되었으며 w로 또는 세로 슬라이더의 형태로 윈도우 ( 

및 모바일에서 디자인 되었다 디바이스에 따라 주로 모바일 위아래 버. ( & 

튼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 OK

내에서도 그 로 이어져 기존 의 일반 평면적 슬라이더 w 그( GNB NB

로 차용되었을 뿐 아니라 포인팅 클릭을 통한 슬라이더 조정의 방식이 )

공중 조준과 인체의 자연스러운 떨림 등으로 인해 세밀하고 정교한 움직

임에 무리w 있었다. 

메뉴 퀵 메뉴 열기의 경우 기존 는 드롭다운 메뉴 버튼 또는 따  ( & ( GNB ( 

로 존재하는 메뉴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콘텐츠 재생 중 등을 ( ELC 

눌러 일시정지 후 나타나는 메뉴를 불러내었다 그러나 에서는 키보. OK

드의 키를 누르는 신 손에 들린 컨트롤러에 매핑된 메뉴 버튼을 누르

는 식으로 인터랙션 방식이 바뀌었다 앞에서 설명한 로 컨트롤러에 . ( 



- 75 -

해당 버튼이 있는 것은 그 위치를 완벽히 인식할 때까지 학습에 시y이 

걸리게 된다 시야w 계속해서 고 나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 

의 특성상 시야 내에 떠 있는 드롭다운 메뉴 버튼이나 아이콘의 존재OK

는 몰입감과 현존감을 해칠 수도 있다. 

원거리 이동의 경우 거의 콘텐츠에서만 필요한 고유의 기능으로  OK (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하는 에서 실제로는 한정된 공y밖에 이동하지 OK

못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멀리 w기위해 만들어진 기능이다 유사한 기능. 

이라면 일부 컴퓨터 게임에서 존재하는 위치선정 마우스 타게팅 및 더) 

블클릭 후 자동 이동 기능이 있다 많은 기존 컴퓨터와 비디오게임 등의 . 

몰입형 게임에서는 앞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저 앞으로 w는 버/= 

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었으나 실제로 사용자w 걸어 다니면서 체험하는 ( 

에서는 앉아서 플레이하는 게임류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w는 버튼이 OK

잘 사용되지 않는다 직접 움직이며 걸어 다니는 에서 한정된 실제 . OK

공y의 한계를 극복하고 멀리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거리 이동 순y(

이동 은 컨트롤러의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되며 역시 학습에 시y이 걸& ( 

릴 뿐더러 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자주 혼란을 겪을 수 있다OK .  

빠른 도구교체 기능의 경우 컴퓨터 기반의 게임 및 콘텐츠에서는 자주   

쓰는 도구를 일부 선정하고 선정된 도구들에 한해 단축키를 할당하여 ( 

키보드의 단축키를 누르는 방식으로 빠른 도구 교체w w능했으나 키보( 

드w 없는 에서는 불w능해졌다 그리하여 에서는 이러한 도구교OK . OK

체 기능이 없으며 그냥 기존 도구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집어들거나 메( ( 

뉴진입을 통해 도구 팔레트를 열어 목록에서 선택하여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숏 컷 기능의 부재는 사용자의 불편을 . (LhehjYkj& 

야기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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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능의 성질

볼륨제어 비 가시적 무형적 성질 소리, ( )
수량화 가능 요소 레벨 강도 등(Quantification) ( , )

조도제어
가시적 무형적 빛, ( ) 
수량화 가능 요소 레벨 강도 등( , )

퀵 메뉴 열기
컴퓨터기능에 한정된 실생활에 없는 추상적 표현 무형적 성질/ 
선택지의 제시 압축된 상태를 펼침/ 

원거리 
순간이동

컴퓨터기능에 한정된 실생활에 없는 추상적 표현 무형적 성질/ 
공간의 이동 위치의 극적인 변화 / /

빠른 
도구교체

컴퓨터기능에 한정된 실생활에 없는 추상적 표현 무형적 성질/ 
선별된 선택지 숏컷 단축 기능/ , 
빠른 교체 필요 현재 상태를 다른 것으로 교체/ 

표 선정된 기능의 성질 고찰[ 5-3] 

표 에  T 1)/U  선정된 w지 기능의 특성 또는 성질을 고찰하였다 상기1 ( . 

된 기능들은 모두 무형적 또는 추상적인 성질을 지닌 기능들로 일반적( ( 

으로 의 형식이나 스큐어모픽 디자인을 통해 다른 객체에 매핑되지 GNB

않으면 유형적 표현이 어려운 기능들이다 퀵 메뉴 열기 원거리 순y이. ( 

동 빠른 도구교체는 모두 실생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며 컴( ( 

퓨터 기능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볼륨제어와 조도 제어의 경우에는 형태. 

w 없는 빛과 소리의 비 물리적 무형적인 성질과 강도 레벨 등으로 수( ( 

량화 w능한 요소라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볼륨제어 조도제어는 소리. 

와 빛이라는 두 w지의 다른 성질을 w진다는 그 차이w 있다.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 도출 .. 

제스처의 도출.)-. 

등 의 제스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에서  G_[bi[d (.,,/( ff. 0-,)0-/&

제스처 인터페이스  발의 방법과 절차를 소 하고 있다 제스처 인터페. 

이스  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한 기능이 제스처 인터페이스  ( 

발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단. 

계는 선정된 특정 인터페이스를 w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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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스처를 찾는 단계이다 등은 제스처w 다소 복잡하고 기억. G_[bi[d 

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스처의 어휘 를 제한해야 한( (OeYWXkbWho&

다고 설명한다. 

등은 제스처를 어휘를 도출하기 위한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에   G_[bi[d 

기반을 둔 기술적 조건으로 제스처w 모호하지 않게 쉽게 인식되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인y중심의 접근을 통해 제스처 어휘를 ( 

도출하기 위해 유용성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쉽게 수행 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

직관적이어야 한다) .

기능에 한 은유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한다) .

닐슨은 제스처 어휘  발을 위한 사용자 그룹에 한 조사 방법으로   

두 w지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상향식 기능을 제. (Xejjec)kf&( 

시하고 그에 걸맞은 제스처를 찾는 방식으로 무의식적인 제스처를 찾는 ( 

상향식 접근 방법은 시나리오를 주고 사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

을 비디오로 기록하고 잠재의식에 따른 제스처의 사용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의식적인 상향식 방법은 주어진 기능에 어떤 제스처w 사용되면 좋. 

을지 사용자에게 묻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 그룹 조사 방법은 하. 

향식 으로서 제스처를 보여주고 어떤 기능이 논리적으로 적(jef)Zemd& ( 

합한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향식 조사 방법은 사용자에게 제스처w 의. 

미하는 바w 무엇일지 물어보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 방식은 주로 . 

이미  발된 제스처 어휘를 테스트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선정된 기능은 모두 무형적 또는 추상적이기에  념메타포의  OK ( ( 

관습적 은유 를 사용하여 제스처로 표현하기에 (Cedl[dj_edWb F[jWfheh&

적합하다 장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관습적 은유에는 구조적 은유 지. 0 ( ( 

향적 은유 그리고 존재론적 은유w 있다( . 

관습적 은유의 하위  념인 구조적 은유는 형태w 없는 추상적  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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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일상적 행위의 움직임이나 현실에 존재OK ( 

하는 유사한 사물의 형태의 묘사를 활용하여 제스처를 도출할 수 있다. 

빠른 도구교체 퀵 메뉴 열기 등의 기능이 실제 실생활에는 없는 컴퓨터 ( 

환경에 국한된 기능이라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유사한 사물의 은유적 표( 

현으로 그 행위를 묘사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반 되는  념의 상호 관. 

련된 방향성을 지니는 지향적 은유는 와 의 상 적 상호관련성을 지( ' –
니는 볼륨이나 조도 제어 기능을 표현하는 제스처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존재론적 은유를 활용한다면 현실에 없거나 현실과는 다른 디지털 ( 

세계에만 존재하는 의 기능을 을 만지거나 셀 수 있는 존재로 은유할 OK

수 있다 실체w 없는 것을 수량화할 수 있는 존재론적 은유의 특성을 . 

마찬w지로 볼륨이나 조도의 제어 기능과 같이 높고 낮음 등 그 수량의 

정도의 w시화w 필요한 기능을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선정된 기능. 

에 적합한 제스처 어휘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그림 로 도식T 1)1U

화하여 표현하였다.

제스처의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선정된 w지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 어휘의 도출과 다양한 제스처 아이 1

디어의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명=WjWXWi[ . -1

으로 에 한 관심이 있고 기기를 번 이상 써본 경험이 있는 ( OK OK -

사람들을 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진실한 응답과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기 위하여 볼륨제 ( 

그림 제스처 어휘의 도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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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도제어 퀵 메뉴열기 원거리 순y이동 빠른 도구교체의 w지 기( ( ( ( 1

능을 x기 사용하는 배경과 상황을 짧은 시나리오로 만들어 설문참여자

에게 설명하고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설문 참여자w 해당 질문에 ( 

해 응답하게 하였다 x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볼륨의 제어 당신은 배경음악이 들려오는 공y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6 . 

은 들려오는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럽거나 또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x되어 

배경음악의 볼륨을 조절하고 싶습니다. 

조도의 제어 당신은 어떤 공y 내에 있습니다 당신은 해당 공y의 빛의 .& 6 . 

밝기w 너무 밝아  눈이 부시거나 또는 너무 어둡게 느껴져 공y의 밝기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퀵 메뉴 보기 당신은 w상공y에서 오른손에 도구를 들고 무언w를 만드/& 6 

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빠르게 저장을 하기 위해 퀵 메뉴를 . 

보고 싶습니다. 

원거리 순y이동 하기 당신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y이 매우 좁습니0& 6 

다 당신은 실제로 목표지점으로 걸어w거나 뛰어w는 신 단숨에 목표지점. ( 

으로 순y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게임내의 자주 쓰는 무기 또는 도구를 최  w지 미리 지정하여 1& /

빠르게 교체해 장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른손에 현재 들고 있는 도구를 . 

미리 지정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림 기능에 따른 제스처 도출을 위한 설문[ 5-6] 

설문은 그림 과 같이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T 1)2U Ge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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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w지 종류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  

해당 기능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실생활 속의 행위는 무엇인w -. 9

해당 기능의 작동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언 .. 

어표현은 무엇인w9

해당 기능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제스처는 무엇인w /. 9

번의 실생활 속의 행위는 주관식으로 참여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응답을  -

수집하였으며 번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언어표현의 경우에는 x ( .

기능마다 보기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의견을 0 (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의 해당 기능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제스. /

처 또한 x 기능마다 보기   중 w장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다른 0 (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해 사용자들이 w장 많이 선호하는 제스처를 정량적인 수치로서 결정하( 

기 보다는 자유로운 의견  진을 통한 질적인 설문조사로 제스처 어휘의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음의 표 는 번 설문문항인 기능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일상적 T 1)0U -

행위에 한 응답이다 w지 기능은 비 물리적이거나 실생활에는 존재.  1

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해당 기능과 w장 유사한 일상적 행위나 사물의 ( 

사용동작에 빗 어 봄으로서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w능성

을 탐색하였다.

기능 일상적 행위

볼륨제어 다이얼을 돌린다 볼륨 버튼을 누른다 스마트폰 슬라이더를 올리고 내린다/ / GUI

조도제어
전구 노브 다이얼을 돌린다 스위치를 끄고 켠다, / / 
스마트폰의 밝기제어 슬라이더를 올리고 내린다 음성비서에게 말해 조정한다. / 

퀵 메뉴 
열기

메뉴판을 열어 본다 책의 목차를 열어본다 수첩이나 설명서등을 펼쳐본다/ / / 
스크린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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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자들은 볼륨제어와 조도제어에 하여 다이얼 버튼 스위치  ( ( 

등의 기계적으로 조작한다는 응답을 w장 많이 내놓았으며 스마트폰 등( 

의 슬라이더를 이용하°다는 응답 또한  씩 존재하였다 조도 제GNB - . 

어에 관하여서는 눈을 찡그린다 감는다는 응답도 존재하였으나 이는 눈( ( 

이 부실 경우에만 해당되는 행위이며 조도를 제어하기 위한 조작적 행위

에 한 응답이라 볼 수 없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퀵 메뉴 기능에 해서는 주로 메뉴판 책 수첩 등을 열거나 펼쳐본다 ( ( 

는 응답이 많았으며 스크린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다는 응답 또한 ( GNB

  수집되었다 원거리 순y이동 기능은 모르°다는 응답이   있었으- . /

며 그냥 뛰어y다 도움닫기를 하여 멀리 뛴다 제자리에서 뛴다는 식의 ( ( ( 

다리를 이용한 점프 행위와 연관지어 생x한 응답자w 많았다 그러나 ‘ ’ . 

스로틀을 당긴다 무언w를 당기면서 몸을 내민다 등 팔을 이용한 새‘ ’( ‘ ’ 
로운 방식의 행위와 연관지은 응답자도 x 명씩 존재하여 새로운 아이-

디어를 전달하였다 빠른 도구교체에 해서 응답자들은 모르°다는 응. 

답이 명 그리고 원래 도구를 내려놓고 새 도구를 집어든다는 응답이 - ( 0

명 있었으나 빠른 도구교체 기능이 w지는 과 같은 단축기능의 ihehjYkj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실생활에서 유사한 행위를 찾지 못했기 때문( 

에 도출된 답변이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맥w이버 칼을 꺾어서 바. 

꾸거나 멀티 펜의 노크를 눌러 색상을 바꾸는 등 실생활의 사물과 연관( 

지은 응답도 도출되었으며 손목을 돌리거나 좌우로 종이를 넘기듯 호를 ( 

그리며 움직이거나 앞뒤로 흔드는 등 도구를 든 손의 움직임을 통해 도( 

구를 빠르게 교체한다는 응답 또한 명을 차지하였다1 .

기능 일상적 행위

원거리 
순간이동

뛰어간다 도움닫기 하여 멀리 뛴다 제자리에서 뛴다/ / 
스로틀을 당긴다 또는 뭔가를 잡고 힘껏 당기면 서 몸을 내민다 

빠른 
도구교체

손이나 손목을 돌린다 멀티 펜을 꼭지를 눌러 다른 것으로 바꾼다 손에 / / 
숟가락 젓가락을 둘 다 들고 바꿔먹는다 맥가이버 칼의 다른 칼을 꺼낸다 / / 
붓 펜 등을 놓고 다른 붓 펜 등을 골라 들어올린다, , .

표 선정된 기능에서 연상되는 일상적 행위 응답결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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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기능동작에 적합한 언어의 표현은 위의 표 의 보기를 제  . T 1)1U

시하고 w장 적합하게 느껴지는 언어표현을 x 기능에 따라 선택하고( ( 

만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언어표현의 수. 

집은 제스처는 단어의 어원을 반영한다고 주장한 CWbXh_i(-55,7 C_[da_ 

에서 재인용 에 기반을 두고 실시하였다 그 응답결과 # F bb[h( .,,4 & . ü
중 w장 많이 선호된 언어표현 위를 -( . [표 에 기재하였다 로 1)2U . ‘)’
표시된 경우는 위를 제외한 다른 보기들이 모두 동률을 득표하여 위w - .

없음을 나타낸다 특이할 점은 볼륨제어와 조도제어w 모두 수량화되어 . 

그 정도의 제어w w능함에도 불구하고 볼륨제어와 달리 조도의 제어는 ( 

크기나 높이의 표현을 통한 양적인 언어 표현보다도 밝게 어둡게의 빛+ 

의 특성 표현을 응답자들이 더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퀵 메뉴와 유. ( 

사한 일상적 행위로 메뉴판 책 등을 여는 행위를 w장 많은 사람이 응( ‘ ’ 
답하였으나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띄운다 는 표현을 연다 보다 선호하‘ ’ ‘ ’ 
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퀵 메뉴w w진 비 물리적 컴퓨터 인터페. )

이스 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 1 2 3 4

1.
볼륨제어 

강하게 약하게/ 높인다 낮춘다/ 키운다 줄인다/ 
시끄럽게 한다 / 
조용하게 한다

2. 
조도제어

강하게 약하게/ 높인다 낮춘다/ 키운다 줄인다/ 
밝게 한다 / 
어둡게 한다

퀵 메뉴 3. 
열기

메뉴를 본다( ) 메뉴를 연다( ) 메뉴를 띄운다( ) 메뉴를 나타낸다( ) 

원거리 4. 
순간이동

저곳으로 이동한다( ) 
저곳으로 위치를( ) / 
몸을 옮긴다

저곳으로 뛴다( ) / 
점프한다

저곳을 선택한다( ) 

빠른 5. 
도구교체

다른 도구로( ) 
바꾼다

다른 도구를( ) 
선택한다

다른 도구를( ) 
꺼내든다

다른 도구로( )
집어 든다

표 기능에 적합한 언어표현 보기 문항[ 5-5]



- 83 -

기능 1 2

볼륨제어 1. 키운다 줄인다/ 높인다 낮춘다/

조도제어2. 밝게 한다 어둡게 한다/ -

퀵 메뉴 열기3. 메뉴를 띄운다( ) 메뉴를 연다( ) 

원거리 4. 
순간이동

저곳으로 이동한다( ) 저곳으로 뛴다 점프한다( ) / 

빠른 5. 
도구교체

다른 도구로 바꾼다( ) -

표 기능에 적합한 언어표현 응답결과[ 5-6] 

세 번째로 x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 도출을 위한 보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x 기능에 해 다른 별 의 사물 또는 경험에 빗 어 구조. 

화 하거나 구조적 은유 상호 관련된  념들이 x기 방향성을 w지도록 ( &( 

하거나 지향적 은유 아니면 무형적 기능을 마치 유형의 물질적 객체로 ( &( 

은유 존재론적 은유 하는 등의 표현을 바탕으로 단순한 동작을 선별 x ( & ( 

기능별로  의 선택 w능한 제스처를 제공하였다0 .

기능 1 2 3 4

볼륨제어 1.

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꽃봉오리처럼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

한 손을 뻗어 아래 
위로 높낮이를 
제어하는 동작

한 손을 뻗어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

다이얼을 쥐듯 손을 
살짝 오므리고 시계 
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동작

조도제어2. 

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꽃봉오리 
처럼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

한 손을 뻗어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높낮이를 
제어하는 동작

양손을 가운데로 
모았다 양쪽으로 
벌리며 잡아 늘리는  
동작

다이얼을 쥐듯 손을 
살짝 오므리고 시계 
방향 반시계 /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

퀵 메뉴 3. 

열기

접혀있던 메뉴판을 
여는 것처럼 양손을 
모았다가 책을 
펼치듯 한쪽 
손바닥을 뒤집으며 
양쪽으로 벌리는 
동작

가방또는 주머니를 ( )
여는 것과 같이 두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손가락을 
구부려 양손을 
벌리는 동작

왼손 손목의 손등을 
치켜들어 손목의 
시계를 보는 듯 한 
동작

왼쪽 손을 뻗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종이를 뒤집듯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뒤집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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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들은 보기 문항 표 에서 w장 적절한 것으로 생x되는 제T 1)3U 

스처를 고르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타 추w적 아이디어를 제공하( 

였다 볼륨제어에 한 추w 제스처 제안으로는 주먹 쥔 상태에서 엄지. 

손w락을 아래 위로 들고 있기 자연스럽게 동작을 크게 세게 하기 귀( ( + ( 

에 고 꽃봉오리를 오므리고 펴는 동작을 취하기 등의 답변을 수집할 

수 있었다 조도 제어에 한 기타 아이디어로는 조명을 포인트한 후 드. 

래그하기 손w락을 펴서 위아래로 조정하기 등이 있다 퀵 메뉴 열기를 ( . 

위한 추w 제스처 제안은 의 배경에 따라 미래적 환경인경우 시계보OK

기 인디애나 존스 같은 유적지라면 w방 열기 마법사들이 있는 세계라( ( 

면 지팡이 내밀기 등 맥락에 따라 다른 제스처를 제안한 의견 두루마리 ( 

펴 듯 양손의 손바닥을 얼굴 쪽으로 하고 손w락을 구부린 상태로 펼치

기 박수를 치거나 핑거스냅을 하기 화면 왼쪽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옮( ( 

기며 무언ww 펼쳐지는 것을 보는 듯한 고갯짓을 하기 등의 의견을 수

집할 수 있었다 원거리 순y이동의 경우 검지로 포인팅 후 스크롤 하.  

듯 검지를 빠르게 접으며 당기는 제스처 마찬w지로 손w락으로 포인팅 ( 

후 몸 쪽으로 스와이프 하기 등의 아이디어w 있었다 빠른 도구 (im_f[& . 

교체의 경우 손바닥을 펼쳐 기존 도구를 떨구고 손w락을 하나 둘 세 ( ( ( ( 

 를 펼쳐 프리셋된 도구w x기 손에 붙게 하는 제스처나 x 손w락마( 

다 도구를 매핑하여 쓰던 도구는 해당 손w락을 접어 사라지게 하고 교

기능 1 2 3 4

원거리 4. 

순간이동

목표지점을 오른손 
검지로 가리키고 
두발로 제자리 점프

목표지점을 오른손 
검지로 가리키고 
두발로 제자리걸음

목표지점을 오른손 
검지로 가리키고 
손가락 탭(tap)

목표지점을 오른손 
검지로 가리키고 
걸어가는 것처럼 팔 
흔들기

빠른 5. 

도구교체

도구를 든 오른손의 
손목을 시계방향으로 
꺾으며 회전시키는 
동작

도구를 든 오른손을 
털 듯 흔드는  동작

도구를 든 오른손 
위로 왼손을 뻗어 
둥근 호를 그리듯 
회전시키는 동작

품속에서 다른 
도구를 꺼내는 
것처럼 도구를 든 
오른손을 상체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앞으로 뻗는 
동작

표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 보기문항[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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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도구w 매핑된 손w락을 펼쳐 도구를 교체하는 제스처에 한 의견

이 있었다.

설문참여자들의 응답결과 w장 표를 많이 받은 선호 제스처로는 볼륨 ( 

제어의 경우에는 아래위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제스처w 선택되었다 또. 

한 조도제어에 해서는 다이얼 돌리기 제스처w 꽃봉오리처럼 오므렸다 

펼쳤다하는 제스처와 동률을 기록하였다 볼륨제어와 조도제어 모두 다. 

이얼을 돌리는 기계의 조작적 제스처w 많은 선호도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퀵 메뉴 열기에 해서는 접혀있던 메뉴판이나 책을 펼치는 것. 

처럼 두 손을 모았다w 한쪽 손을 뒤집으며 펼치기w w장 적합한 제스

처로 선택되었으며 두 번째로 왼쪽 손만을 뻗어 손바닥 뒤집어 펼치기 ( 

제스처w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원거리 순y이동은 이동할 목표장소 w. 

리키고 제자리 뛰기w w장 적합하다고 평w 받았으며 두 번째로 선호( 

된 제스처는 목표지점을 w리키고 탭을 하는 동작으로 순y 이동을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빠른 도구교체에 해서는 도구를 든 손을 털어.  ( 

내듯 흔드는 동작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도구를 든 손의 손목을 빠르게 ( 

꺾으며 회전 시키는 동작을 두 번째로 선택하였다. 

기능 1 2

볼륨제어 1.

한 손을 뻗어 
아래 위로 
높낮이를 
제어하는 동작 

다이얼을 쥐듯 
손을 오므리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동작

조도제어2.

다이얼을 쥐듯 
손을 오므리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동작

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꽃봉오리처럼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 과 동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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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주어진 제스처들 w운데 설문 참여자들의 선택으로 도출된 기  

능별로 w장 선호하는 제스처와 수집된 기타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기능

별 두  씩의 제스처를 표 과 같이 최종 후보로 선별하였다T 1)4U .

최종 선정 제스처.)/. 

최종적으로 선정된 제스처는 표 와 같으며 사용자들의 응답 선 T 1)5U ( ( 

호도 기타 추w 의견을 모두 종합하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 제스( ( 

처의 기술적 인식 부분을 모두 종합하여 적합하다고 생x되는 제스처를 

도출하였다.

기능 1 2

퀵 메뉴 3. 

열기

양손을 
모았다가 책을 
펼치듯 한쪽 
손바닥을 
뒤집으며 
양쪽으로 
벌리는 동작

보조 손을 뻗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위로 향하게 
뒤집는 동작

원거리 4. 

순간이동

목표지점을 
검지로 
가리키고 
두발로 
제자리 점프

목표지점을 
검지로 가리키고 
검지를 접으며 
스크롤 다운
추가 제스처 (
아이디어)

빠른 5. 

도구교체

도구를 든 
손을 털 듯 
흔드는 동작 

도구를 든 손의 
손목을 시계방향 
으로 꺾으며 
회전시키는 동작

표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 응답 결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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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제어 볼륨 즉 소리의 크기는 무형적인  념이지만 존재론  -& 6 ( 

적 은유를 통해 물질화를 통한 수량화 w w능할 수 있(JkWdj_f_YWj_ed&

다 그리고 볼륨의 크고 작음 등의 서로 반 의 위치를 차지하는 두 w. 

지의  념이 상호적인 관련성 속에서 x기 반 의 방향으로 구조화되는 

기능 선정 제스처

볼륨제어 1. 한 손을 뻗어 아래 위로 높낮이를 

제어하는 동작 

조도제어2. 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꽃봉오리처럼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

퀵 메뉴 열기3. 보조 손을 뻗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위로 향하게 뒤집는 동작

원거리 4. 

순간이동
목표지점을 검지로 가리키고 검지를 

접으며 스크롤 다운하는 동작

빠른 도구교체5. 도구를 든 손의 손목을 시계방향으로 

꺾으며 회전시키는 동작

표 기능에 적합한 제스처 선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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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은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두 w지의 관습적 메타포의 결합. 

으로 아래위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제스처w 도출되었으며 선행연구들에( 

서 검증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방하늘 등 의 연구에서는 온도 . (.,-/&

등 수량을 제어하는 명령에 해서 위아래의 방향성을 w진 제스처를 선

호하는 경향이 전 성별과 연령 에 걸쳐 나타났다./3&

조도 제어 마찬w지로 무형적인  념을 물질화를 통해 수량화.& 6 

w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은유를 활용하였으나 볼륨과(JkWdj_f_YWj_ed& ( 

는 달리 높낮이w 아닌 부피를 제어하는 표현인 점에서 차이w 있다 언. 

어적 표현의 선호도에서 사람들은 조도제어 또한 수량적 척도로 표현될 

수 있음에도 높낮이 표현보다 밝게 어둡게 한다 는 표현을 더 선호하여 ‘ + ’
빛과 소리와의 성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손을 오므렸. 

다 폈다하는 제스처는 객체의 부피를 늘리고 줄이는 제스처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한 손만을 사용하는 아주 y단한 표현이어서 육체에 피로감( 

도 거의 주지 않으며 천장 램프의 전구를 붙잡는 동작으로 다른 별 의 ( 

일상적 사물에 빗 는 구조적 은유의 표현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퀵 메뉴 열기 실생활에서 유사한 행위로 주로 응답된 메뉴판 책/& 6 + 

을 펼치는 행위와 w장 선호되는 언어적 표현으로 응답된 띄운다 와 그 ‘ ’
다음으로 응답된 연다 는 표현을 모두 결합한 형태의 제스처이다 손바‘ ’ . 

닥을 뒤집는 행위는 한손으로 책이나 메뉴판을 펼쳐보는 행위와 유사한 

제스처이기도 하며 손바닥위로 무엇인w를 띄우는 것 같은 제스처이기( 

도 하다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구조적은유를 통해 유.  

사한 성질을 띠는 행위에 은유하여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w지. 

로 메뉴판 책을 펼치는 제스처인 두 손을 모았다w 펼치는 제스처w 조( 

금 더 선호되기는 하였으나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보다 한손을 ( 

사용하는 것에서 줄어드는 피로감과 다급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처리할 

37) AWdkb ;Wd]( Ekdjkd] Che_( A[[j_d D_c( ;ehW DWd]( F_d]ok E[[( L[kd]jW[ Hh(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선호되는 제스처 명령=ed] R[ed] C[ed]( F_d D. Chkd] (.,-/&. 

어의 특성 차이에 한 연구 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 회 논문집.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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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속도 그리고 다른 한 손이 도구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퀵 메( 

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의 측면에서 한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보는 제스처를 선정하였다.

원거리 순y이동 w장 많이 선호된 제스처는 손w락으로 w리기0& 6 

고 제자리 뜀뛰기를 하는 제스처였으나 이는 몸에 극심한 피로를 w져( 

다 줄 수 있다 또한 제자리 뜀뛰기에 사용하는 다리 발의 움직임은 또. ( ( 

한 등의 기기를 이용한 손의 제스처 인식에 포함되지 않E[Wf Fej_ed 

아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반해 손w락을 접으며 스크롤을 내리듯 . 

움직이는 제스처는 몸의 피로를 고려하여 몸의 운동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스처이다 실생활에서 유사한 행위에 한 질문에서도 무언w를 . 

당김 으로써 오히려 몸을 앞으로 미는 행동에 한 의견이 있었으며 제‘ ’ ( 

스처에 한 추w적 아이디어 제안에서도 검지로 w리키고 스크롤을 내

리듯 손w락을 접어 공y을 뛰어넘는 의 제스처w 제안된 바 있‘ (E[Wf&’
다 또한 모바일 기기 등에서 아래 위로 빠르게 넘기기 위해 사용되는 . ( ( 

스크롤과 마찬w지로 사이버 공y 의 측면에서 공y을 빠르게 넘겨 목적‘ ’
지로 향하는 행위 y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빠른 도구 교체 손목을 꺾어 돌리는 제스처는 도구를 든 손의 최1& 6 

소한의 동작으로 빠른 도구 교체w w능하여 속도 피로도 면에서 모두 ( 

장점이 있다 또한 실생활의 유사한 행위 및 제스처에 한 수집 의견에. 

서 손목을 돌린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돌려서 쓰는 펜 팁을 ‘ ’ . ( 

바꿔 끼우는 드라이버 등 실생활에서 돌려서 바꾸는 행위를 하는 몇 ‘ ’ 
w지 사물에 그 구조를 은유하는 구조적 은유w 사용될 수 있다.

제스처에 따른 디자인 /. NB

다음 단계로는 선정된 w지 제스처에 한 시x적 인터페이스의  발을 1

실행하였다 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 =[bWcWh[( Cekjh_n # G_]Wo(.,-1&

제스처 인터페이스w 널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제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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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점을 들었다 제스처를 통해 명령할 수 있’ . 

는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 

초심자인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이다 따라서 등은 피드백과 피. =[bWcWh[ 

드포워드 의 두 w지 범주로 나누어 이를 설명하였고 피드(f[[Z fehmWhZ& ( 

백 메커니즘에서는 사용자w 이미 수행 한 작업 예전 의 결과에 한 ( &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포워드 메커니즘에는 사용자에게 사용 w능한 ( (W& 

명령과 명령을 트리거하는 방법의 두 w지 유형의 정보w 표시되어(X& 

야 한다고 말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제스처에  

따른 시x적 의 초안을 디자인하였다 w상 환경 내의 는 즉x적으NB . NB

로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목도w 높은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x ( 

제스처의 동작 방식에 맞게 그 외형이 디자인 되었다 아래 그림 . T 1)3U

는 제스처와 그 동작 방식에 맞춰 디자인된 인터페이스의 초안이다.

38) =[bWcWh[( P.( Cekjh_n( C.( # G_]Wo( E. (.,-1( Ckd[&. =[i_]d_d] ]k_Z_d] 
ioij[ci feh ][ijkh[)XWi[Z _dj[hWYj_ed. BdrIheY[[Z_d]i ef jh[ 3jh :CF LBGCAB 
Locfei_kc ed Ed]_d[[h_d] Bdj[hWYj_l[ Cecfkj_d] Loij[cir(ff. 00)1/&.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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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가지 기능과 선정된 제스처에 기반을 둔 디자인[ 5-7] 5 UI

볼륨제어의  높낮이를 이용하는 위아래 제스처에 따라 디자인된 인터페 

이스는 높낮이의 을 조절하기 쉽고 넓이 폭 보다 세로 길이를 길‘b[l[b’
게 하여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제스처를 사용해야 할 것임을 직관적으

로 알 수 있게 하는 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볼륨의 레벨은 Cob_dZ[h ( 

내부의 액체의 높이 레벨에 은유하여 표현하였다Cob_dZ[h . 

조도제어의 경우에는 손을 오므렸다 펼쳤다 하는 제스처에 맞추어 둥글 

게 말리는 손w락과 오목한 손바닥에 w장 편안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구형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제스처는 빛을 내는 전구의 형태를 ( 

은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크기는 손바닥의 크기에 적절히 맞도. 

록 디자인하여 손으로 조절할 때 사용자w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 

까지의 조절을 w능하게 하였다,q-,, .

세 번째로 퀵 메뉴 열기 기능의 경우 보조 손을 뒤집는 제스처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보조 손의 손등위로 팔찌와 

같은 얇은 링을 끼우고 그 링에 따라 뒤집어야 하는 방향으로 작은 구체

w 돌아w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구체w 돌아w는 방향으로 손바닥을 뒤. 

집으면 그때 작은 구형의 메뉴 선택지들이 손바닥의 위로 띄워지도록( ‘ ’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메뉴 열기 띄우기 의 두 w지 . ‘ ) ’ 
표현이 모두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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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의 원거리 순y이동은 검지를 펼쳤을 때 검지 끝에서 포물선이  

나와 목적지를 설정하도록 하고 설정된 목적지에 눈에 띄는 목표점이 표

시되도록 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 될 것임을 분명히 사용자에게 드러내( ‘ ’
었다 또한 검지를 접는 순y 포물선이 사라지고 목적지로 순y이동 되. ( 

도록 하여 해당 행위w 끝났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빠른 도구교체 기능은 도구를 든 손위에 퀵 메뉴 열기와  ( 

유사한 링을 손등위로 끼우고 손목을 꺾어야 하는 방향으로 돌아w는 구

체를 배치하여 역시 손목을 회전시켜야 함을 표시하고 손목이 꺾이는 ( ( 

x도의 링 위에는 미리 프리셋된 다른 도구 색상이 다른 를 작게 배치하( &

여 손목을 꺾을 경우 해당 도구로 교체됨을 암시하였다.

또한 볼륨과 조도제어의 경우 실린더 또는 구체 인터페이스의 w까이 ( 

에 해당 값을 나타내는 숫자를 표시하여 두 w지의 w 수량변화를 일NB

으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제 절 제c처 R 디ts 현존감 평: 실험3 20 1I 

실험 설계 및 프로토타이핑-. 

실험은 제스처 기반으로 디자인된 인터페이스w 사용자w 느끼는 현존 

감에 미치는 결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두 w지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프로

토타이핑을 진행하였다 실험환경의 구현을 위해서 기기인 . OK HYkbki 

w 사용되었으며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인터랙션 설계에 K_fj ( Nd_jo /=

w 활용되었다.

절에서 선정된 제스처와 그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를 핵심적  .

기능 및 외형만을 포함하여 첫 번째 실험 군으로 구현하였다 실험 참w. 

자의 제스처 인식을 위해서는 을 기기인 에 E[Wf Fej_ed OK HYkbki K_fj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응되는 두 번째 실험 군으로 기존 인터페이스에서 주로 사용OK 

되는 방식인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 

와 연동되는 양손 사용 컨트롤러 를 활용하고HYkbki K_fj HYkbki jekY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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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콘텐츠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 형식 및 인터랙션 방식을 차OK GNB

용하여 심플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표 . T

에 두 w지의 프로토타입이 내부에서 실제로 구현된 장면을 정1)-,U OK 

리하였다.

기능 컨트롤러 기반 기존 UI 제스처 기반 UI

볼륨제어 1. 

조도제어2. 

퀵 메뉴 3. 

열기

원거리 4. 

순간이동

빠른 5. 

도구교체

표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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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w지 프로토타입 모두 실험을 위해 통제된 인공적 w상환경을 설계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활용한 두 번째 실험군인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 또한 어떠한 조작도 w하지 않은 자연 그 로의 조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w지 프로토타입 모두 실험 군으로써 현존감의 ( 

정도를 평w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였다.

평w를 위한 문항 설정.. 

현존감 평w 문항.)-. 

는 현존감은 인y이 특정 조건의 환경에서 경험  Lh[h_ZWd(-55.( I.-.-&

하는 주관적인 감x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정량적 측정 

보다는  인의 주관적인 보고w 현존감을 평w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

본적인 척도라고 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 질적 평w  

를 통해 본 논문의 주제인 제스처기반 디자인이 현존감에 미치는 영NB 

향을 평w하였다 평w를 위하여 실험참여자를 모집하여  발된 제스처. 

와 의 프로토타입을 실험하고 이에 따른 주관적인 평w를 작성하도록 NB ( 

하였다 현존감의 평w를 위한 설문 문항은 와 . P_jc[h L_d][h(-554( 

의 이하 과 이후 ff../.).//& ‘Ih[i[dY[ Jk[ij_eddW_h[ l[h. ..,( IJ ..,&’
이를 다시 연구하여  선한 의 P_jc[h( C[hec[( # L_d][h(.,,1( f./,.&

이하 현존감 평w 설문 문항‘Ih[i[dY[ Jk[ij_eddW_h[ l[h. /.,( IJ /.,&’ 
을 참고하여 문항을 설정하였다 표 는 평w에 사용된 현존감 평. T 1)--U

w 설문 문항으로 과 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xx 표기하( IJ .., IJ /.,

였다.

현존감 평가 설문 문항

1

How much were you able to control events? 

(PQ 2.0 Q.1 /PQ 3.0 Q.1) CF / Involvement

이벤트상황을 잘 제어 할 수 있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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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감 평가 설문 문항

2

How responsive was the environment to actions that you performed? 

(PQ 2.0 Q.2 /PQ 3.0 Q.2)  CF/ Involvement

수행한 행동에 대해 환경이 즉각적으로 잘 응답합니까?

3

How natural did your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seem? 

(PQ 2.0 Q.3 /PQ 3.0 Q.3)  CF /  Involvement

환경과의 인터랙션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까?  

4

How natural was the mechanism which controlled movement through the environment?  
(PQ 2.0 Q.7 /PQ 3.0 Q.6)  CF /  Involvement

환경 내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얼마나 자연스러웠습니까? 

5

How compelling was your sense of objects moving through space? 

(PQ 2.0 Q.10 /PQ 3.0 Q.7)   SF / Involvement

공간 내에서 제어되거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감각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까?

6

How much did your experiences in the virtual environment seem consistent with your 
real-world experiences? 

(PQ 2.0 Q.12 /PQ 3.0 Q.8)  RF, CF/  Involvement

가상 환경에서의 경험이 물리적인 실제 환경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까? 

7

Were you able to anticipate what would happen next in response to the actions that  
you performed? 

(PQ 2.0 Q.13 /PQ 3.0 Q.9)  CF /  Adaptation / Immersion

수행한 작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8

How well could you actively survey or search the virtual environment using touch? 

(PQ 2.0 Q.17 /PQ 3.0 Q.13) RF, SF  / Sensory fidelity 

손의 접촉을 이용하여 가상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습니까?

9

How compelling was your sense of moving around inside the virtual environment?  

(PQ 2.0 Q.18 /PQ 3.0 Q.14) SF  /  Involvement

가상 환경 내에서 움직이는 감각은 매력적이었습니까? 

10

How well could you move or manipulate objects in the virtual environment? 

(PQ 2.0 Q.21 /PQ 3.0 Q.17) CF  / Involvement

가상 환경내의 객체를 잘 이동하거나 조작할 수 있었습니까?

11

How involved were you in the virtual environment experience? 

(PQ 2.0 Q.23 /PQ 3.0 Q.18)   Involvement

가상 환경 체험에 몰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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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감 평가 설문 문항

12

How much delay did you experience between your actions and expected out- comes?  
(PQ 2.0 Q.25  /PQ 3.0 Q.19) CF /  Interface quality 

행동과 예상 결과 사이에 많은 지연을 경험하셨습니까?

13

How distracting was the control mechanism?  

(PQ 2.0 Q.24)  DF 

객체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혼란스럽거나 거슬리셨습니까?

14

How quickly did you adjust to the virtual environment experience? 

(PQ 2.0 Q.26 /PQ 3.0 Q.20) CF  / Adaptation / Immersion 
가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셨습니까?

15

How proficient in moving and interacting with the virtual environment did you feel at  
the end of the experience? 

(PQ 2.0 Q.27 /PQ 3.0 Q.21) CF /  Adaptation / Immersion

경험이 끝날 때 가상 환경내의 이동과 상호 작용에 있어 능숙하다고 느끼셨습니까?

16

How much did the control devices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assigned tasks or 
with other activities? 

(PQ 2.0 Q.29 /PQ 3.0 Q.23) DF, CF / Interface Quality 

제어장치가 할당된 의 수행이나 기타 활동에 간섭이나 방해로 작용하였습니까task ?

17

How well could you concentrate on the assigned tasks or required activities rather than n 
the mechanisms used to perform those tasks or activities? 

(PQ 2.0 Q.30 /PQ 3.0 Q.24) DF/  Adaptation/ Immersion

수행에 사용된 메커니즘보다 할당된 자체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Task task ?

18

How aware were you of events occurring in the real world around you? 

(PQ 2.0 Q.8 /PQ 3.0 Q.26)   DF 

실험 도중 외부의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였습니까VR ? 

19

How aware were you of your display and control devices? 

(PQ 2.0 Q.9 /PQ 3.0 Q.27)  DF

실험 도중 할당된 대신 디스플레이 및 제어장치 사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task ? 

20

Were you involved in the experimental task to the extent that you lost track of time?  
(PQ 2.0 Q.32 /PQ 3.0 Q.28)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실험과제에 몰입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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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컨트롤러 또는 제스처 기반의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에 한정되 

어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기타의 다른 감x적 자극을 통제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현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포함. 

된 문항은 제외하였다 문항 선정을 위하여 청x 촉x 등의 다른 감x과 . ( 

관련된 문항과 생동감 즉 해상도 및 시x적 표현의 질적 완성도에 관련( ( 

된 문항이 제외되었다.

제스처 적합성 문항.).. 

현존감의 평w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실험의 목적이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현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w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제스처어휘와 그를 바탕으로 구현된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평w할 필요

w 있다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적합성 평w를 위해 x 기능별 동일한 . /

w지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제스처 적합성을 평w하기 위하여 제스처와 . 

기능y의 연관성 및 적합성 제스처와 시x적으로 구현된 인터페이스의 ( 

반응 인터랙션 y의 적합성과 연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스처의 학습( ( 

성에 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표 는 평w에 사용된 제스처 적합. T 1)-.U

성 평w 문항이다.

현존감 평가 설문 문항

21

Were there moments during the virtual environment experience when you felt completely 
focused on the task or environment?  
(PQ 3.0 Q.30) Adaptation/ Immersion 
가상 환경 경험 중에 수행에 완전히 집중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까Task ?

22

How easily did you adjust to the control devices used to interact with the virtual 
environment?

(PQ 3.0 Q.31) Adaptation/ Immersion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되는 제어방식또는 장치에 쉽게 적응하셨습니까( ) ?

표 현존감 평가 문항[ 5-11] Presenc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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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문항

1 해당 제스처가 기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제스처와 시각적 인터페이스가 적절하게 연동되고 적합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해당 제스처가 학습하기 쉽다고 느껴집니까?

표 제스처 적합성 평가 문항[ 5-12] 

사용자 평w 실험/. 

현존감 및 제스처 적합성을 위한 사용자 평w 실험 참여자는 총 명으 1

로 의 콘텐츠에 한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기기 사용빈도( .)/, OK 

w 높은 사용자들을 상으로 하였으며 최소 번 이상의 경험이 있( - OK 

는 이를 선정하였다 표 는 실험의  요를 정리한 것이다. T 1)-/U .

실험 참여자 수 총 명5

선정 기준 
콘텐츠의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기기 사용빈도가 높은 대-VR 2-30

최소 번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용자 - 1 VR 

참여자 연령 대 명 대 명20 3 , 30 2

실험 소요 시간 참여자 당 약 분20

실험 과제

Task 1 Task 2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 대상으로 

가지 기능 볼륨제어 조도제어5 ( , , 

퀵 메뉴 열기 원거리 순간이동, , 

빠른 도구 교체의 실행 및)

자유 체험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대상으로 5 

가지 기능 볼륨제어 조도제어 퀵 ( , , 

메뉴 열기 원거리 순간이동 빠른 , , 

도구 교체의 실행 및)

자유 체험

실험 장비

Oculus touch 
양손 컨트롤러

 

Leap Motion Leap Motion 
손동작 인식 센서

    

기기  Oculus Rift VR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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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실험 군의 과제 수행방법은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  

험 전 구두로 y단히 설명되며 x 기능에 한  인터랙션의 방법은 w( 

상환경의 공y에 짧은 설명문으로 제시된다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 1

w지 기능에 해 구현된 w지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체험하며 충. ( 

분히 학습되었다고 생x될 때까지 시y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체험하도

록 하였다 그림 은 실제 프로토타입을 체험하는 실험참여자들의 . T 1)4U

실험 사진이다.

그림 프로토타입 실험모습[ 5-8] 

사용자 평가 

설문

에 대한 각 현존감 평가 문항총  -Task 1,2 Presence Questionnaire 22 (

문항 응답 및 기타 의견 수집44 ) 

에 대한 제스처 적합성 평가 문항 기능 당 문항으로 총 문항  -Task 2 1 3 15

응답 및 기타 의견 수집

점 척도 응답   - Likert 7

표 실험의 개요[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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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여자들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의 w지 기능의 프 MWia -( . 1

로토타입을 체험하였으며 과제 수행 중 발생한 특이 사항 및 사용자들( 

이 실험 중에 구두로 발언한 내용 등을 관찰한 후 종합하여 아래의 표 T

에 기록하였다1)-0U . 

 실험 참여자들은 의 수행 이후 현존감 평w문항 별 MWia -( . MWia ..

문항 총 문항 제스처 적합성 평w 문항 기능별 문항 총 문항 을 ( 00 &( 1 ( -1 &

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이후 현존감 및 제스처 적합성에 하E_a[hj 3 ( 

여 종합적인 기타 의견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Task 1  Task 2

볼륨 제어 조도 제어/    

대부분 쉽게 적응하였으나 컨트롤러 조정에 

대해 검지 트리거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 못‘ ’
한 경우 있었음

퀵 메뉴 열기   

퀵 메뉴 버튼이 무엇인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 컨트롤러 아바타를 살펴보아도 . 

모르는 경우가 잦았음 

빠른 도구교체   

퀵 메뉴 기능의 실행 이후에 진행하였기에 도

구 창을 여는 버튼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해함 

메뉴 창을 여는 것에 집중하여 오른손에 도/ 

구가 들려있고 그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

실을 처음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 많음

원거리 순간이동   

트리거 버튼이 무엇인지 슬라이더 조정 과제

에서 이미 주지되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수행

볼륨 제어  

제스처 사용에 대부분 어려움은 없었으나 손

을 가져다 대는 거리감인식에 어려움을 겪은 

사용자가 인 있었음1

조도 제어   

빛의 구체 아래에 손을 가져다 대고 오므렸다 

폈다 하는 제스처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해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두 손을 모.  (

두 갖다 대거나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

해야 하는지 모르는 모습 등)

퀵 메뉴 열기   

제스처를 바로 이해하였으며 대부분 즐거워하, 

고 좋다는 반응을 보임

빠른 도구교체   

제스처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이는 거의 

없었으나 한명은 반대쪽으로 손을 돌리려고 , 

하였음

원거리 순간이동   

손가락의 인식이 너무 예민하여 확실히 접는 

모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동되기도 하였고 어, 

떤 경우는 인식이 되지 않아 손을 치웠다가 

다시 올리기도 함

표 관찰 내용 기록[ 5-14]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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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평w 결과0. 

현존감 사용자 평w 결과0)-. 

인의 실험참w자들이 점 척도로 w지 기능에 해 응답한 결 1 E_a[hj 3 1

과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는 평균 약 점 제스( MWia -. 0.42 ( MWia .. 

처 기반 인터페이스는 평균 약 점으로 에 비해 약 점 더 2.-1 MWia - -..5

높았다 이를 통해 선정된 w지 기능의 프로토타입에 한정하여 제스처 . 1

기반 인터페이스의 현존감이 더 높게 평w되었다 현존감 평w의 결과는 . 

아래 표 에 의 문항별 응답 평균값의 차이w 잘 나타나T 1)-1U (  MWia -(.

도록 그림 의 그래프로 표시하였다T 1)5U . 

현존감 설문 문항(PQ)

Task 1  Task 2
실험참여자 실험참여자

1 2 3 4 5 문항
평균 1 2 3 4 5 문항

평균
이벤트상황 을 잘 제어 할 수 있었1. ( )

습니까? 6 7 7 5 7 6.4 6 6 6 6 7 6.2

수행한 행동에 대해 환경이 즉각적2. 
으로 잘 응답합니까? 6 6 7 5 7 6.2 6 5 6 5 7 5.8

환경과의 인터랙션이 자연스러워 보3. 
였습니까? 5 2 5 4 6 4.4 7 7 5 6 7 6.4

환경 내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메4. 
커니즘은 얼마나 자연스러웠습니까? 5 1 5 4 7 4.4 7 6 6 3 7 5.8

공간 내에서 제어되거나 움직이는 물체5. 
에 대한 감각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까? 4 3 6 2 5 4 6 7 7 6 7 6.6

가상 환경에서의 경험이 물리적인 6. 
실제 환경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까? 5 2 3 3 4 3.4 6 6 5 6 7 6

수행한 작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7. 
수 있었습니까? 6 3 7 5 7 5.6 7 6 6 7 7 6.6

손의 접촉을 이용하여 가상 환경을 8.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습니까? 5 2 2 3 7 3.8 5 7 6 6 7 6.2

가상 환경 내에서 움직이는 감각은 9. 
매력적이었습니까? 5 4 6 3 6 4.8 6 7 6 7 7 6.6

가상 환경내의 객체를 잘 이동하거10. 
나 조작할 수 있었습니까? 6 6 7 5 7 6.2 6 5 6 6 7 6

가상 환경 체험에 많이 몰입하셨습11. 
니까? 4 3 6 5 7 5 6 7 7 6 7 6.6

행동과 예상 결과 사이에 많은 지12. 
연을 경험하셨습니까? 5 4 7 4 6 5.2 6 6 6 6 7 6.2

객체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혼란13. 
스럽거나 거슬리셨습니까? 5 3 7 3 6 4.8 3 5 5 6 7 5.2

가상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14. 
셨습니까? 6 2 7 5 7 5.4 6 6 7 6 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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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현존감 각 문항 응답 평균 값[ 5-9] 

현존감 평w 문항 중 과 y의 응답 평균값의 차이w w장 많 MWia - . 

은 문항은 표 에 나열된 으로 제스처 기반 T 1)-2U IJ.1( IJ.2 ( MWia . 

현존감 설문 문항(PQ)

Task 1  Task 2

실험참여자 실험참여자

1 2 3 4 5 문항
평균 1 2 3 4 5 문항

평균
경험이 끝날 때 가상 환경내의 이동과 상15. 

호 작용에 있어 능숙해졌다고 느끼셨습니까? 6 2 7 5 7 5.4 7 7 7 6 7 6.8

제어장치가 할당된 의 수행이나 기16. task
타 활동에 간섭이나 방해로 작용하였습니까? 4 4 7 2 7 4.8 6 6 6 6 7 6.2

수행에 사용된 메커니즘보다 할당17. Task 
된 자체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task ? 3 3 7 2 7 4.4 7 4 7 6 7 6.2

실험 도중 외부의 현실 세계에18. VR 
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였습니까?

3 3 7 2 7 4.4 6 6 7 4 7 6

실험 도중 할당된 대신 디스플19. task
레이 및 제어장치 제어 사용에 ( method)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3 2 6 2 7 4 1 6 4 6 7 4.8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20. 
도로 실험과제에 몰입했습니까? 3 4 5 3 6 4.2 6 7 6 7 7 6.6

가상 환경 경험 중에 수행에 완전21. Task 
히 집중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3 4 7 5 7 5.2 6 7 7 7 7 6.4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되는 22. 
제어방식또는 장치에 쉽게 적응하셨습니까( ) ? 6 2 7 4 6 5 3 6 6 6 7 5.6

별 평균Task 
소수점아래 둘째 자리까지반올림 (     )

4.73 3.27 6.17 3.68 6.5 4.86 5.68 6.14 6.09 5.91 7 6.15

표 의 현존감 평가 문항 응답 결과[ 5-15] Tas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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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의 응답 결과w 평균 점 더 높았다..2 . 

는 등 의 연구에서 정립된 현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IJ.1 P_jc[h (.,,1&

모델 중 하나인 사용자의 환경의 제어 및 참여 에 0)fWYjeh Bdlebl[c[dj( &

속하는 문항으로서 제스처기반 인터페이스인 의 경우 공중에서의 MWia .

움직임으로 실제 조작부의 제어 감x이 배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에 쥐는 컨트롤러의 버튼 조작 경험 보다 공y 내에서 제어(MWia -& ‘
되거나 움직이는 물체에 한 감x 을 더 높게 평w했다는 점에서 의의’
w 있다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 연동되어 움직이는 w상환경 내의 시. 

x 인터페이스의 반응에 따라 오히려 사용자w 느끼는 환경에 한 제어 

정도 및 w능성을 더욱 높게 평w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마찬w지로 모델 중 하나인 사용자의 환 IJ.2 0)fWYjeh Bdlebl[c[dj(

경의 제어 및 참여 에 속하는 문항이다 은 w상환경에서의 경험이 & . IJ.2

실제 환경과 일치하는w를 묻는 문항이므로 실험을 위해 선정된 w지 1

기능이 추상적이거나 무형적인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환경과 완벽

히 일치하는 경험은 있을 수 없음에도 과 의 평w결과w MWia - MWia .

보여주는 큰 점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히려 w상환경 . 

내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이거나 무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이용한 기존의 방식 보다 제스처의 움직임에 따라 인터랙션이 (MWia -&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의 인터페이스에서 오히려 현실세계의 자연MWia .

스러운 물리적 움직임의 경험과의 유사성을 찾은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제스처어휘의  발에 있어  해당기능과 일상에서의 유사한 . ( 

PQ.5 
공간 내에서 제어되거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감각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까? (4-factor model : Involvement)

평균 

차이값 

2.6

PQ.6. 
가상 환경에서의 경험이 물리적인 실제 환경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까?  (4-factor model : Involvement)

평균 

차이값 

2.6

* 환경 내 활동을 즉각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을 촉진하여Involvement :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 )

표 간의 문항별 응답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많은 문항[ 5-16] Task



- 104 -

행위에 한 고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w 나왔다는 해석 또한 

w능하다.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의 응답 결과 평균이 의 제스 MWia - MWia .

처 기반 인터페이스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w된 문항은 IJ.-( IJ..( 

의 w지 문항으로 파악되었으며 표 에 정리하였다IJ.-, / ( T 1)-3U .  

은 평균 차이 값이 점으로 전체 현존감 평w 문항 중 IJ.-( IJ.-, ,..

과 y의 응답 평균값의 차이 w w장 적은 것으로 파악된 문항MWia - . 

이었다.  

PQ.1 
이벤트상황을 잘 제어 할 수 있었습니까( ) ?

(4-factor model : Involvement)

평균 
차이값 0.2

PQ.2 
수행한 행동에 대해 환경이 즉각적으로 잘 응답합니까?

(4-factor model : Involvement)

평균 
차이값 0.4

PQ.10 
가상 환경내의 객체를 잘 이동하거나 조작할 수 있었습니까? 

(4-factor model : Involvement)

평균 
차이값 0.2

표 의 문항 별 응답 평균값이 더 높은 문항[ 5-17] Task 1

의 응답 결과 평균 값이 더 높은   문항 모두 모델  MWia - / 0)fWYjeh 

중 에 해당되는 문항이다 w장 문항 평균 값의 차이w 적은 Bdlebl[c[dj . 

두 w지 문항인 문항은 상황의 제어 w상환경 내 객체의 IJ.-( IJ.-, ( 

이동 및 조작에 한 평w 문항으로 그 내용에 유사성이 있으며 제스처 ( 

기반의 인터페이스인 의 경우 컨트롤러의 포인팅 및 타게팅 조작MWia .

과 달리 사용자 본인의 손 움직임에 따른 조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아주 세밀하거나 정확한 조정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낀 경우w 있

었으며 의 결과w 평균 점 w량 더 높게 나온 원인으로 판단( MWia - ,..

된다 그보다 더 평균 값의 차이w 많은 문항인 점 는 즉x적 . (,.0 & IJ..

응답 여부에 한 문항으로 지연 속도 와 관련된 문항이다 이는 EWj[dYo( & .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이핑 결과에 일부 지연이 발생했거나 

사용자w 프로토타입보다 반응속도w 조금 더 느리다고 판단한 MWia-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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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감 평w 최고 최저점을 받은 문항을 정리한 표 을 보면 + T 1)-4U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의 경우 점 문항이 문항별 MWia - IJ.- (2.0 & 

응답 평균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점 문항이 최저점을 받았다( IJ.2 (/.0 & .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점 문항이 문항MWia . IJ.-1 (2.4 & 

별 응답 평균 최고점을 점 문항이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IJ.-5 (0.4 & .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는 상황의 제어 에 w장 높은  MWia - (IJ.-&

점수를 받았으며 실제 환경과 w상 경험의 일치성 에서 w장 낮( (IJ.2& 

은 점수를 기록하여 컨트롤러 및 기존 방식 의 활용이 조작 시의 ( GNB

제어 정확도에는 도움을 주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경험과 불일치를 경험(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 w능하다.

또한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의 경우 w장 최고점을 받은 항목 MWia . 

은 w상환경 내 상호작용 적응성 숙련도 에 한 항목인 문항이( & IJ.-1 

며 최저점을 기록한 항목은 할당된 신 제어 의 사용에 집중( jWia c[jheZ

했는지를 평w하는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별로 선정된 IJ.-5 . 

제스처 어휘w 학습이 매우 y단하고 제스처의 숙련이 용이함에도 불구

하고 조작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초기 사용 시 학습단계 이전( 

의 상황에서 생소한 제스처의 정확한 사용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w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볼륨제어 조도제어 퀵 메뉴 열기 원거리 순y이동 빠른 도구 교체의  ( ( ( ( 

Task 1 Task 2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PQ.1

6.4 

PQ.6 

3.4

PQ.15 

6.8

PQ.19

4.8

이벤트상황을 잘 ( )
제어 할 수 
있었습니까?
(4-factor model : 
Involvement)

가상 환경에서의 
경험이 물리적인 실제 
환경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까?
(4-factor model : 
Involvement)

경험이 끝날 때 가상 
환경내의 이동과 
상호 작용에 있어 
능숙하다고 
느끼셨습니까?
(4-factor model : 
Adaptation/
immersion)

실험 도중 할당된 
대신 디스플레이 task

및 제어 사용에 method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4-factor model : - )

표 별 응답 평균 최고 최저점[ 5-18] T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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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지 기능에 하여 명의 실험참여자를 상으로 한 본 실험에서   1 1 /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모두 제스처 기반 인터-5 MWia . 

페이스w 더 높은 현존감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실험.  ( 

에 활용된 기능과 프로토타입 결과에 한정하여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 

스 및 인터랙션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현존감이 기존 컨트롤러 인터랙

션방식 및 인터페이스에 비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GNB . 

나 제어 및 조작 정확성 지연 속도 등에서 컨트롤러 기반의 인( MWia - 

터페이스w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보다 더 높은 현존감 점수를 MWia . 

얻었으므로 비록 그 차이w 크지 않다 해도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의 ( 

프로토타입의  선 방향과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 

후 더 정확한 평w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  선되어야 할 것

이다. 

제스처 적합성 사용자 평w 결과0).. 

실험을 위해 선정된 제스처 어휘의 적합성을 평w하기 위하여 w지  1

상 기능의 기능별 적합성 평w 문항의 w지씩을 실험 참여자 명에게 / 1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스처의 적합성 평w는 사용자w 제스처 기반 인터. 

페이스 프로토타입을 체험하는 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사용자는 MWia . ( 

먼저 앞의 현존감 평w문항 를 응답 후 w지의 기능별로 에(IJ& 1 jWia .

서 사용한 제스처들이 기능에 적합한지 시x적 인터페이스와 잘 연동되( 

는지 또한 제스처의 학습이 용이한지를 평w하는 w지의 문항에 해 ( /

xx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 에 정리하였다 또한 그림 ( T 1)-5U . T

은 제스처 적합성의 문항별 응답 평균 값을 문항별로 묶어 그래프1)-,U

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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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적합성 설문 문항(GQ) 실험 대상 기능

 Task 2

실험참여자

1 2 3 4 5 기능
평균

해당 제스처가 기능에 적합하다고  1. 
생각하십니까?

볼륨제어 1. 5 6 7 6 7 6.2

조도제어2. 3 6 5 7 7 5.6

퀵 메뉴 열기3. 7 7 7 6 7 6.8

원거리 순간이동4. 6 6 5 5 7 5.8

빠른 도구교체5. 7 6 6 6 7 6.4

해당 제스처와 시각적 인터페이스가  2. 
적절하게 연동되고 적합한 형태를 ,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륨제어 1. 6 6 7 6 7 6.4

조도제어2. 6 7 7 7 7 6.8

퀵 메뉴 열기3. 7 7 7 6 7 6.8

원거리 순간이동4. 5 5 5 5 7 5.4

빠른 도구교체5. 7 7 7 6 7 6.8

해당 제스처가 학습하기 쉽다고  3. 
느껴집니까?

볼륨제어 1. 7 7 7 7 7 7

조도제어2. 7 7 7 7 6 6.8

퀵 메뉴 열기3. 7 5 7 7 7 6.6

원거리 순간이동4. 6 5 6 7 7 6.2

빠른 도구교체5. 7 7 5 7 7 6.6

참여자 별 평균  소수점아래 둘째 자리까지반올림(     ) 6.2 6.27 6.33 6.33 6.93 6.41

표 제스처 적합성 평가 문항 응답 결과[ 5-19] 

그림 제스처 적합성 각 문항 응답 평균 값[ 5-10] 

표 에 제스처 적합성 평w의 응답 최고 및 최저점을 받은 문항 T 1).,U

을 정리하였다. 제스처와 기능과의 적합성을 평w하는 의 경우 최GJ.-

고 점수를 받은 기능은 퀵 메뉴 열기 그리고 최저 점수를 받은 항목은 ( 

조도의 제어 기능이다 손바닥을 뒤집으면 메뉴w 손바닥 위로 떠오르는 . 

퀵 메뉴의 경우 퀵 메뉴 열기라는 추상적 디지털 기능과 매우 적합하다

고 평w받았다. 조도제어의 경우 손바닥을 오므렸다 펴는 제스처 ;b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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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조도의 제어에 사용되는 제스처임을 바로 연상하지 못하는 경우w 있

었으며( 설명을 읽고도 조도의 제어를 위한 제스처 사용방식에 혼란을 겪

는 경우도 있었다. 

제스처와 w상환경 내 시x적으로 구현된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적합성 

과 연동성을 평w하는 문항에서는 조도 제어 퀵 메뉴 열기의 wGJ.. ( .

지 문항이 모두 로 최고의 평w를 받았으며 원거리 순y이동이 w장 2.4 ( 

최저점을 받았다 사용자들은 조도제어 기능에서 손을 오므렸다 펴는 제. 

스처에 맞춰 부피w 변화되는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빛의 구의 조절을 

흥미롭게 평w하였으며 퀵 메뉴 열기 기능 또한 손바닥 위로 떠오르는 ( 

여러  의 둥근 구체와 같은 퀵 메뉴의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손바닥을 

뒤집었을 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뒤집는 방향으로 휘돌아 떠오르는 퀵 

메뉴의 반응과 연동성에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최저점을 받. 

은 원거리 순y이동 기능은 손w락으로 w리키고 접는 제스처에서 E[Wf 

의 손w락 인식 오류 및 지나치게 민감한 인식 등의 문제로 손wFej_ed

락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뻗어 나오는 포물선 등의 인터페이스w 즉x적으

로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손w락을 접었을 때 . 

위치의 이동 이외에는 명확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이러한 평w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스처의 학습 용이성 를 평w하는 문항의 경우 볼 (E[WhdWX_b_jo& GJ./ 

최고점 최저점

해당 제스처가 기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GQ1. ?

퀵 메뉴 열기

6.8

조도 제어

5.6
해당 제스처와 시각적 인터페이스가 적절하게 연동되고 적합한 형태를 지니고 GQ2.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도 제어 퀵 메뉴 열기/ 

6.8

원거리 순간이동

5.4

해당 제스처가 학습하기 쉽다고 느껴집니까GQ3. ?

볼륨 제어

7.0

원거리 순간이동

6.2

표 제스처 적합성 평가 문항 별 응답 평균 최고 최저 기능[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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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제어w 최고점을 원거리 순y이동이 최저점으로 평w받았다 실린더( . 

에 손을 뻗어 위아래로 높낮이를 제어하는 볼륨제어의 제스처는 으로 3.,

완벽한 평w를 받았다 위아래로 손을 올렸다 내리는 제스처w 매우 y. 

단한 점과 해당 제스처를 바로 연상시켜 즉x적으로 제스처를 사용 w능

하게 하는 실린더 형의 w상환경 내 시x 인터페이스의 효과도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w장 낮은 평w를 받은 원거리 순y이동은 비록 손w락. 

을 w리키고 접는 제스처w 매우 y단하긴 하지만 위에 언급한 ( E[Wf 

의 손w락 인식 오류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학습과 상관없이 여러 Fej_ed

번 시도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편한 경험이 원거리 . 

순y이동 기능의 제스처w 학습용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게 만든 원인

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제스처의 적합성 평w결과는 전체 문항과 기능에 한 점수를  

모두 더하여 평균을 냈을 때 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2.0- . 

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쉽고 동작이 y단한 제스처 어휘를 구성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설문을 통해 수집된 선호 제스처 및 일상의 ( 

유사한 행위에 빗 어 설계된 제스처어휘이기 때문에 사용 및 적응에 있

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거리 순y이동 등. 

의 기능에서 손w락 인식 오류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조도 제어( 

의 경우 손w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제스처와 조도 제어의 연결에 있

어 혼란을 겪는 경우w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제스처 어휘에 있어  선

이 요구된다 은 손의 움직임만을 인식하여 자유로운 제스. E[Wf Fej_ed

처 사용에 한계를 w져오고 일부 손w락 인식 오류의 경우w 발생 되었

으므로 향후 제스처 어휘  발에는 자유로운 온몸 제스처인식이 wOK 

능하고 인식정확도w 더 뛰어난 기기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 ( 

도 제어 기능의 제스처 학습에서 발생한 혼란 등은 더 많은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더욱 보편적으로 수용 w능한 제스처

를 바탕으로 제스처 어휘의  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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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및 기타의견의 수집 0)/. 

현존감 및 제스처 적합성 평w 문항을 점 척도에 따라 평w한  E_a[hj 3

후 실험참여자들은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 제스처 ( MWia -. ( MWia .. 

기반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타 제스처에 관련하여 다양한 기타 의견을 ( 

제시하였다 위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한 의견들을 표 . T

에 정리하였다1).-U .

Task 1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

Task 2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기타 제스처 관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 
션 방식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경험하는 방식과 유사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으나 몰입을 , 
했다는 느낌 보다는 어디까지나 
내가 조작을 하면서 조절하고 즐
긴다는 느낌이 있었다 또한 처음. 
에는 조작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
으나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머, 
리에 쉽게 각인이 되어 금방 적응
할 수 있었고 그 때부터는 조작 , 
방식에 크게 신경이 쓰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익숙하고 쉬워서 조작성이 좋고 -
성취감이 높았다.

컨트롤을 처음 사용해봐서 버튼-
의 위치나 어떤 버튼을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직관적-
인 방식과 다른 점도 있어서 혼란
이 있었으나 그러한 혼란기가 지, 
난 후에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경험을 느꼈다 정확한 위치나 방. 
향을 떠나서 객체가 주는 시각적 
효과가 자연스러운 경험에 도움이 
되었고 설명을 더 들을 수 록 제, 
스처의 조작 방식에 납득이 되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부
분도 있었다 반면 이 말은 곧 모. 
두가 직관적으로 합의하기 힘들다
는 측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요
구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느껴졌다. 
즉 초기에 몰입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 오히
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손을 
사용한 제스처의 위력을 몸소 실
감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선택할 ,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만 다양해
져도 컨트롤러에 비해 나은 환경
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퀵 메뉴 불러오기는 버튼누르기-
에 비해 훨씬 편하고 재밌었음 도. 
구 바꾸기는 손목이 아프다 텔레. 
포트는 먼가 이동하는 느낌이 나
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제스처 인터랙션이 -
컨트롤러 보다 흥미로웠다.

왼손에서 선택 아이콘이 나오는 - 
인터랙션이 가장 자연스럽고 흥미
로웠다. 

한 손 뿐만이 아니라 양손을 모-
두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 
게임 산업 뿐 아니라 기술이 vr 
보다 실생활에 밀접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구교체 제스처는 항목이 적은 -
경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게임. 
과 같은 환경에서 선택 클릭 없이 
바로 적용되는 점이 신속하고 좋
을듯 합니다.

텔레포트는 더 확실하게 제스처-
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좋겠다.

제스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
의견을 모아 더욱 보편적인 제스
처를 취한다면 더욱 사용에 용이
할 것 같다.

표 실험참여자들의 의견 수집[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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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 해서는 컨트롤러 사용 시 약

y의 학습을 통해 사용방법이 x인되면 매우 쉽다고 느끼므로 사용용이

성이 높지만 컨트롤러의 버튼의 위치나 어떤 버튼을 이용해야 하는 지( 

에 한 초기 사용자의 혼란이 비교적 높으며 실험에 활용된 컨트롤러 ( 

기반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이 현존감 또는 몰입이 높게 평w되지는 ( 

못했다는 한계w 있다.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제스처의 초기 사용 시 혼란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의견을  진한 실험 참여자 또한 학습 후에는 더( 

욱 자연스럽게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제스처 사용방법에 한 설명. 

이 학습 이전의 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있어 초기 사용자w 

제스처의 정확한 사용에 한 학습이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한 의견으로  진되었다 제스처에 따른 시x 인터페이스의 반응과 효과. 

w 흥미롭고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응답이 있어 제스처의 사용과 

그에 연동되는 시x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 참여자 전반에 걸쳐 퀵 메뉴 열기 제스처 왼손 손바닥을 뒤집기 의 ( &

만족도 및 선호도w 매우 높았다. 

제스처에 관련된 다양한 기타의견 또한 수집되었다 먼저 에서  . ( MWia.

사용된 제스처는 주로 한손을 사용한 제스처였으므로 양손제스처를 도입

한다면 더욱 풍부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집을 통해 더욱 보편적인 제스처 어휘도

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거리 순y이동의 제스처의 경우 제스. 

처w 지나치게 단순하여 제 로 이 들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Bdfkj

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피드백 및 반응을 더욱 확실하게 사용자에게 (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도구교체 제스처의 경우 사용자w . 

지나치게 빠르게 손목을 돌리거나 의식적으로 손목을 꺾는 x도를 크게 ( 

하는 등 손목에 무리w w는 제스처w 사용될 수 있어 피로도w 높을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으므로 더욱 신체에 무리w w지 않는 제스처의  발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른 도구교체 제스처는 퀵 메뉴. 

의 항목이 적은 경우 현재 제스처의 활용이 y단하고 신속하여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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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 의견도 있어 긍정적 평w 또한 있었다 또한 제스처 활용 시의 ( . 

일부 문제점만 조금 더  선된다면 컨트롤러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환경

을 제공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제스처 인터랙션에 한 실험참여자( 

들의 긍정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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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황 인터페이스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 

의 인터페이스w 지닌 한계점과 w상환경 내 현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OK

인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행위 기반의 상호작용이 현존감을 이루는 ( (WYj_ed& 

주요한 요소임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의 행위 그 몸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념메타포를  ( 

의 새로운 메타포 구현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와 OK . EWaeff Cehdied(-54,&

의  념메타포의 관습적 은유를 이용하여 도출된 추상적 아이디어를 표현하

는 행위기반의 은유적 제스처를 을 위한 새로운 메타포로써 정의하였다OK . 

은유적 제스처는 추상적 무형적  념을 은유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여타( 

의 다른 제스처와 다르며 이러한 특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의 기능( OK

을 사용하기위한 인터랙션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도출된 은유적 제스처. 

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구현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인터페이스 이용 시 OK 

현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은유적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 구현 및 현존감 사용자 평 

w의 결과 실험을 위해 선정된 w지 기능과 구현된 프로토타입의 체험의 ( 1

평w 결과에 한정하여 기존의 컨트롤러 기반 인터페이스보다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의 현존감의 평ww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평w결과는 . 

제스처 바탕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현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

w하게 하며 향후 에서의 적용w능성을 더욱 확장시킨다 또한 제스처( OK . 

의 움직임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시x적 반응 물리적 변화 등이 즉x적OK ( 

으로 수반될 때 그 만족도w 더욱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스처 기반 인터( 

페이스  발에 있어 적합한 제스처 어휘의  발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 시x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디자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OK

다.

실험참여자들은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사용 초기를 제외하고는 에서의  OK

제스처 활용을 매우 자연스럽게 느끼고 제스처 인터랙션의 적응도 학습 용( 

이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w되었다 이러한 결과w 나타난 이유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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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행위를 바탕으로 은유적으로 연상 w능한 제스처를 선정하고( 

몸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최 한 동작이 단순한 제스처 어휘를 구성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제스처 어휘는 사용자들이 쉽게 제. 

스처를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 . 

원거리 순y이동 제스처의 경우 지나치게 단순하여 오히려 제스처의 입력이 

제 로 수행되었는지 혼란스럽다는 의견 또한 수집되는 등 단순한 제스처( 

의  발을 w장 큰 중점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제스처 입력에 따른 인터페이

스의 확실한 피드백의 출력과 더 명확하고 또한 보편적인 은유적 제스처 어

휘  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을 이용한 실험에 한정된 환경으로 인해 센서의  E[Wf Fej_ed

기술적 한계로 발생된 손의 인식 오류 및 오로지 손 움직임에 제한된 제스

처 인식으로 제스처 어휘  발단계에서 한계w 존재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

로 들 수 있다 더 정확한 움직임 인식이 w능한 센서 및 전신의 움직임을 .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신체를 이

용한 자유로운 제스처 어휘  발이 w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서의 ( OK

구축에 있어 더욱 그 효과w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스처 어휘 GNB . ( 

 발에 있어 한정된 소수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발된 제스처 어휘에 보편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점 또한 실험을 위해 선정( 

된 w지 기능에 한정된 프로토타입 구현으로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를 w1

상 환경 내 더 많은 기능에 적용해 보지 못하여 다양한 방면으로의 확장 

w능성을 실험해 보지 못한 점 등을 본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의 의견 수집을 통해 더욱 보편적으로 수 

용w능하고 자연스러운 제스처 어휘를 도출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은

유적 제스처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방식이 의 현존감 향OK

상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15 -

참 고 문 헌

(-& ;edi_[f[( G.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한 새로운 접근 박해천 (.,,/&. 6 (

역 서울 시공사&( 6 

(.& ?h[di( C. P. (.,,2&. =[i_]d_d] feh h_Yh _dj[hWYj_ed 6 _dj[]hWj_d] 

fehc( _dj[hWYj_ed( WdZ fkdYj_ed. E_dZhel[d6 M[Yhd_iYh[ Nd_l[hi_j[_j 

E_dZhel[d. =HB6 -,.2-,,+BK2,43/, 

(/& FWYD[dp_[( B. L. (.,-.&.rAkcWd)Yecfkj[h _dj[hWYj_ed6 :d [cf_h_YWb 

h[i[WhYh f[hif[Yj_l[. G[md[i.

(0& Bih__( A. (.,,4&. MWd]_Xb[ ;_ji6 ;[oedZ I_n[bi. IheY[[Z_d]i ef jh[ 

L[YedZ Bdj[hdWj_edWb Cedf[h[dY[ ed MWd]_Xb[ WdZ EcX[ZZ[Z 

Bdj[hWYj_ed (MEB',4&.

(1& Lj[k[h( C. (-55.&. =[f_d_d] O_hjkWb K[Wb_jo6 =_c[di_edi =[j[hc_d_d] 

M[b[fh[i[dY[( CekhdWb ef Cecckd_YWj_ed(0(.&.

(2& Lh[hcWd( P. K.( # ChW_]( :. ;. (.,-4&.rNdZ[hijWdZ_d] l_hjkWb 

h[Wb_jo6 Bdj[hfWY[( Wffb_YWj_ed( WdZ Z[i_]d. Feh]Wd DWkfcWdd.

(3& F_b]hWc( I.( # D_ih_de( ?. (-550&. : jWnedeco ef c_n[Z h[Wb_jo 

l_ikWb Z_ifbWoi.rBEBCE MK:GL:CMBHGL ed BdfehcWj_ed WdZ 

Loij[ci(r33(-.&( -/.-)-/.5.

(4& ;khZ[W( G. C.( # Ce_ff[j( I. (.,,/&.rO_hjkWb h[Wb_jo j[Yhdebe]o. Cehd 

P_b[o # Ledi.

(5& P_jc[h( ;. G.( C[hec[( C. C.( # L_d][h( F. C. (.,,1&. Mh[ fWYjeh 

ijhkYjkh[ ef jh[ fh[i[dY[ gk[ij_eddW_h[.rIh[i[dY[6 M[b[ef[hWjehi # 

O_hjkWb Edl_hedc[dji(r-0(/&( .54)/-..

(-,& EecXWhZ( F.( # =_jjed( M. (-553&. :j jh[ h[Whj ef _j Wbb6 Mh[ 

YedY[fj ef fh[i[dY[.rCekhdWb ef Yecfkj[h)c[Z_Wj[Z 

Yecckd_YWj_ed(r/(.&( CCFC/.-.

(--& F_diao( F. (-54,&. M[b[fh[i[dY[. 



- 116 -

(-.& =hWf[h( C. O.( DWX[h( =. ;.( #Nih[h( C. F. (-554&. M[b[fh[i[dY[.r 

AkcWd fWYjehi(r0,(/&( /10)/31.

(-/& Lh[h_ZWd( M. ;. (-55.&. Fki_d]i ed j[b[fh[i[dY[ WdZ l_hjkWb fh[i[dY[.

     Ih[i[dY[6 M[b[ef[hWjehi #O_hjkWb Edl_hedc[dji(r-(-&( -.,)-.2.

(-0& Nieh( F.( CWj[dW( E.( :hcWd( L.( #LbWj[h( F. (.,,,&. Ni_d] 

fh[i[dY[ gk[ij_eddW_h[i _d h[Wb_jo.rIh[i[dY[6 M[b[ef[hWjehi #O_hjkWb 

Edl_hedc[dji(r5(1&( 053)1,/.

(-1& ;bWda[( H.( LbWj[h F. # L[h_de :. (.,-1&. ;[hWl_ehWb( G[khWb( WdZ 

CecfkjWj_edWb Ih_dY_fb[i ef ;eZ_bo L[bf)CediY_ekid[ii. G[khed 

44(-&( -01)-22.

(-2& P_jc[h( ;. G.( #L_d][h( F. C. (-554&. F[Wikh_d] fh[i[dY[ _d 

l_hjkWb [dl_hedc[dji6 : fh[i[dY[ gk[ij_eddW_h[.rIh[i[dY[(r3(/&( 

..1).0,.

(-3& 재매  뉴미디어의 계보학 이재현 ;ebj[h( C. # Ghki_d( K. (.,,2&. 6 (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6 

(-4& 정현규 은유와 w상현실 카프카연구. (.,,5&. . ( ..(,&( .25).43.

(-5& E[[( C.( EZ[d( :.( EmebZi[d( =. K.( ;[o[W( =.( # E[[( L. (.,-5&. 

L[[_d] feii_X_b_j_[i feh WYj_ed6 Hh_[dj_d] WdZ [nfbehWjeho X[hWl_ehi 

_d OK.rCecfkj[hi _d AkcWd ;[hWl_eh(r54( -14)-21.

(.,& GehcWd( =. (.,-/&.rMh[ Z[i_]d ef [l[hoZWo jh_d]i6 K[l_i[Z WdZ 

[nfWdZ[Z [Z_j_ed. ;Wi_Y Xeeai.

(.-& 양희철 김상태 편역 일탈문체론 리파테르 레빈 리이치의 (rr ( &.(.,,,&. ) ( ( 

이론들 보고사. .

(..& 송주영 인터페이스 메타포에 한 체현 인지 접근. (.,-,&. .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 학교 서울( ( 

(./& EWaeff( G.( WdZ Cehdied( F.((.,,4&. F[jWfhehi P[ E_l[ ;o. 

Nd_l[hi_jo ef Ch_YW]e Ih[ii

(.0& 은유와 영상도식 임지룡 김동환 공역I[ W( L.( F. (.,,2&. ( (r r &. ñ
서울 한국문화사6r .



- 117 -

(.1& w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 역 서울 책세상A[_c( F.(-553&. ( &. 6r

(.2& SWheh_a( I.( # C[d_ied( K. E. (-554&. Ih[i[dY[ Wi X[_d])_d)jh[) 

mehbZ.rIh[i[dY[(r3(-&( 34)45.

(.3& 와타나베 게이타 아이폰 이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2&. NQr6 u

네트워크 시 의 새로운 설계론 김홍기 역 파주 제이펍u ( &. 6 

(.4& C_[da_( :.( # F bb[h( C. (EZi.&. (.,,4&.rü F[jWfheh WdZ 

][ijkh[(Oeb./&. Cehd ;[djWc_di IkXb_ih_d].

(.5&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555&. ( 6 

(/,& DWhWc( F.( # LYhhW[f[b( F. C. (.,,1&. : jWnedeco ef ][ijkh[i _d 

hkcWd Yecfkj[h _dj[hWYj_edi.

(/-& G_[bi[d( F.( Lj hh_d]( F.( Fe[ibkdZ( M. ;.( # GhWdkc( E. (.,,/( ö
:fh_b&. : fheY[Zkh[ feh Z[l[bef_d] _djk_j_l[ WdZ [h]edec_Y ][ijkh[ 

_dj[hfWY[i feh ACB. BdrBdj[hdWj_edWb ][ijkh[ mehaihefr(ff. 

0,5)0.,&. Lfh_d][h( ;[hb_d( A[_Z[bX[h].

(/.& IWlbel_Y( O. B.( LhWhcW( K.( # AkWd]( M. L. (-553&. O_ikWb 

_dj[hfh[jWj_ed ef hWdZ ][ijkh[i feh hkcWd)Yecfkj[h _dj[hWYj_ed6 : 

h[l_[m.rBEEE MhWdiWYj_edi ed IWjj[hd :dWboi_i # FWYh_d[ 

Bdj[bb_][dY[( (3&( 233)251.

(//& 모든 기획자와 디자이너w 알아야할 P[_diYh[da( L. F. (.,-.&( 

사람에 한 w지 사실 정경훈 역 파주 위키북스-,, (EZ_j_ed /( r &. 6r

(/0& AWdkb ;Wd]( Ekdjkd] Che_( A[[j_d D_c( ;ehW DWd]( F_d]ok E[[( 

성별과 L[kd]jW[ Hh( =ed] R[ed] C[ed]( F_d D. Chkd] (.,-/&. 

연령에 따라 선호되는 제스처 명령어의 특성 차이에 한 연구. 

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 회 논문집( 13)23. 

(/1& =[bWcWh[( P.( Cekjh_n( C.( # G_]Wo( E. (.,-1( Ckd[&. =[i_]d_d] 

]k_Z_d] ioij[ci feh ][ijkh[)XWi[Z _dj[hWYj_ed. BdrIheY[[Z_d]i ef jh[ 

3jh :CF LBGCAB Locfei_kc ed Ed]_d[[h_d] Bdj[hWYj_l[ 

Cecfkj_d] Loij[cir(ff. 00)1/&. :CF.



- 118 -

그 림 출 처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2

hjjf6++mmm.Y_eaeh[W.Yec+d[mi+-,.4,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3

?h[di( C. P. (.,,2&. =[i_]d_d] feh h_Yh _dj[hWYj_ed 6 _dj[]hWj_d] 

fehc( _dj[hWYj_ed( WdZ fkdYj_ed. E_dZhel[d6 M[Yhd_iYh[ Nd_l[hi_j[_j 

E_dZhel[d. ff.-0).3.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

KENMEKL+FWh_e :dpked_)hjjfi6++ka.h[kj[hi.Yec+Whj_Yb[+ki)nXen)]Wc[i 

)][j)a_Zi)cel_d])Xkj)X[d[f_+nXen)]Wc[i)][j)a_Zi)cel_d])Xkj)X[d[f_j

i)kdYb[Wh)_ZND;KE44H-:M.,-.,5.1( 

hjjfi6++mmm.Z_]_jWbjh[dZi.Yec+YWhi+.,-2)Xcm)3)i[h_[i)][ijkh[)Yedjheb)

f_Yjkh[i)l_Z[e)d[mi

그림 T .)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

hjjfi6++mmm.[b[Yjhed_Yheki[.Yec+icWhj)jl+iedo)nf[h_W)jekYh)l_Z[e)fhe

j[Yjeh)WYji)Wi)W)jekYhiYh[[d)h[ifedZi)je)le_Y[)YeccWdZi

그림 T .)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

hjjfi6++mmm.j[Z.Yec+jWbai+fhWdWlVc_ijhoVjh[Vjhh_bb_d]Vfej[dj_WbVefVi_njhi

[di[Vj[Yhdebe]o9bWd]kW][8ae 

그림 T .)3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0

hjjfi6++[d.m_a_f[Z_W.eh]+m_a_+MWd]_Xb[Vki[hV_dj[hfWY[(  

hjjfi6++jWd]_Xb[.c[Z_W.c_j.[Zk+fhej[Yj+_YY).,,,)jWd]_Xb[)X_ji)[nh_X_j_ed

그림 T .)4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

Bih__( A. (.,,4&. MWd]_Xb[ ;_ji6 ;[oedZ I_n[bi. IheY[[Z_d]i ef jh[ 

L[YedZ Bdj[hdWj_edWb Cedf[h[dY[ ed MWd]_Xb[ WdZ EcX[ZZ[Z Bdj[hWYj_ed 

(MEB',4&. f.-3



- 119 -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3

hjjfi6++][_bWdZc[hh.Yec+fheZkYj+eYkbki)h_fj)XkdZb[(   

hjjfi6++mmm.j[b[]hWfh.Ye.ka+j[Yhdebe]o+.,-3+,3+-5+]ee]b[)Xh_d]i)XWYa

)ckYh)cWb_]d[Z)]ee]b[)]bWii)h[WZi[j7 CKE=BM6r:I( 

hjjfi6++mmm.len.Yec+.,-1+-+.2+35-1.,-+c_Yheiefj)hebeb[di)X_])Z[Wb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5

;khZ[W( G. C.( # Ce_ff[j( I. (.,,/&.rO_hjkWb h[Wb_jo j[Yhdebe]o. Cehd 

P_b[o # Ledi. f.0. -5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

Lj[k[h( C. (-55.&. =[f_d_d] O_hjkWb K[Wb_jo6 =_c[di_edi =[j[hc_d_d] 

M[b[fh[i[dY[( CekhdWb ef Cecckd_YWj_ed(0(.& f.--

그림 T /)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3

Ih_bWdjhheImd) hjjfi6++mmm.oekjkX[.Yec+mWjYh9l8S3XJEpSAA5Y( 

hjjfi6++mmm.oekjkX[.Yec+mWjYh9l8PomaN1S;j.i

그림 T /)3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

hjjfi6++mmm.j[YhdeXkffWbe.Yec+jeX)i_ckbWjeh)h[l_[m)fbWoijWj_ed)lh( 

hjjfi6++a[[fjWba_d]]Wc[.Yec

그림 T /)4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0

jWYai[fj_Y[o[( hjjfi6++mmm.oekjkX[.Yec+mWjYh9l8oP]XG:n/I)F

그림 T /)5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

hjjfi6++Z[l[bef[h.eYkbki.Yec+Xbe]+j[Yh)dej[)jekYh)Xkjjed)cWff_d])X[ij

)fhWYj_Y[i

그림 T /)-,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2

hjjfi6++mmm.l_l[.Yec+ah+ikffehj+l_l[+YWj[]ehoVhemje+WXekj)jh[)Yedjheb

b[hi.hjcb

그림 T 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00

hjjfi6++mmm.cWYjhW_.Yec+.,-0+,-+.2+/,)o[Whi)Wdd_l[hiWho)cWY_djeih)i

[h_[i)/



- 120 -

그림 T 0)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01

hjjfi6++Yh[Wio.j_ijeho.Yec+2--( 

hjjfi6++mmm.l[Yj[[po.Yec+l[Yjeh)Whj+0.2,,,)l[Yjeh)iWl[)_Yed

그림 안드로이드 폰의 손w락 제스처의 사용 T 0)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05

hjjf6++ijWj_Y.bka[m.Yec+MekYhG[ijkh[Gk_Z[.fZf

표 T 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

hjjfi6++mmm.][[a.Yec+mf)Yedj[dj+kfbeWZi+.,-/+--+nXenVed[Va_d[YjV][ijkh[i.jf]( 

hjjfi6++ikffehj.nXen.Yec+ae)DK+nXen)/2,+WYY[iieh_[i+XeZo)Yedjhebb[h"

4Wf-.50X20,50[,.4Y,/-[31ZX.3-3/f 

표 T 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

hjjfi6++ikffehj.iedoceX_b[.Yec+]beXWb)[d+nf[h_WjekYh+ki[h]k_Z[+ki_d])][

ijkh[)Yedjheb+"]h[f

표 T 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0

hjjfi6++mmm.iWcikd]ilY.Ye.ah+edb_d[+jef?WgO_[m.Ze9ZecW_dBZ8GH=E,,

,,,//422#deZ[VBZ8GH=E,,,,-.0444#fWgBZ8DGHP,,,,,/.,05

표 T 0)0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1

hjjfi6++ikffehj.c_Yheiefj.Yec+ae)ah+h[bf+-.200+hebeb[di)ki[)][ijkh[i

표 T 0)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2

hjjfi6++ikffehj.][jcoe.Yec+hY+[d)ki+Whj_Yb[i+.,.20341/)PhWj)][ijkh[i)

Ze[i)jh[)Foe)WhcXWdZ)h[Ye]d_p[)

표 T 0)2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13

hjjfi6++mmm.iWcikd]ilY.Ye.ah+edb_d[+fWgO_[m.Ze9ZecW_dBZ8#deZ[VBZ8G

H=E,,,,-.044,#fWgBZ8DGHP,,,,,,-254 

표 T 0)3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2,

GWjh_[) hjjfi6++mmm.oekjkX[.Yec+mWjYh9l8dD-PHN_m_?0 

K[Y Keec P_a_( hjjfi6++h[Y)heec.fWdZec.Yec+m_a_+;Wi_YVCedjhebi 

그림 T 0)2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20

hjjfi6++mmm.gee-,.i]+]caj._dY+GeeZi+GeeZi=[jW_bHh_]_dWb.Wifn9VVWh8R

#]eeZiYeZ[82/43.235,#fhec8]Z[jW_b( 



- 121 -

hjjf6++mmm.ef[dYkbjkh[.Yec+.,-0+,1+2,,)fh[[)[Xeeai)f_Yj_ed)fe[jho)d

ed)f_Yj_ed)feh)a_dZb[)_fWZ)ejh[h)Z[l_Y[i.hjcb 

그림 T 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24

hjjfi6++mmm.h[ZZ_j.Yec+h+iaoh_clh+Yecc[dji+4Wflc,+f_nVfehVjhei[V[nf[

h_[dY_d]V[njh[c[VffiVZhefiVmh[d7 hjjfi6++_._c]kh.Yec+FKB;]1[.fd]( 

hjjfi6++mmm.j[YhdeXkffWbe.Yec+jeX)i_ckbWjeh)h[l_[m)fbWoijWj_ed)lh

표 T 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3/

hjjfi6++mmm.WdZhe_ZY[djhWb.Yec+hem)[nj[dZ)XWjj[ho)b_f[)oekh)eYkbki)gk[ij( 

Cje) hjjfi6++mmm.oekjkX[.Yec+mWjYh9l8/pMankggo0](Iebo]ed) 

hjjfi6++mmm.oekjkX[.Yec+mWjYh9l8KjK),mWOHB:#j8.1-i( 

hjjfi6++fehkc.kd_jo.Yec+jhh[WZi+j_bjXhkih)hWl[)W)X[jj[h)mWo)feh)ki[h)j

hWd)[Z_jehlh.004-,3 

표 T 1)-/U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54

hjjfi6++aeYeWfWX.YY+jkjeh_Wb+l_[m+2/1( 

hjjfi6++mmm.WcWped._d+HYkbki)K_fj)O_hjkWb)K[Wb_jo)A[WZi[j+Zf+;,,O?,BQER



- 122 -

Abstract

A Proposal of User Interface 

Design Using Metaphoric 

Gestures to Improve Presence 

in Virtual Reality

Ji Hee Cho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h[ Z[l[befc[dj ef O_hjkWb K[Wb_jo(OK& WdZ :k]c[dj[Z K[Wb_jo(:K& 

j[Yhdebe]_[i hWl[ Xhek]hj jh[ _dj[]hWj_ed X[jm[[d jh[ Z_]_jWb mehbZ WdZ 

jh[ fhoi_YWb mehbZ. OK _i W fhec_i_d] j[Yhdebe]o mh_Yh YedijhkYji W 

del[b mehbZ XWi[Z ed h[Wb_jo eh _cW]_dWj_ed jhhek]h YecfkjWj_ed WdZ 

cWa[i ki[hi [dj[h _dje jh[ d[m mehbZ m_jh A[WZ Fekdj[Z 

=_ifbWo(AF=&. Ih[i[dY[( jh[ i[di[ ef X[_d] fhoi_YWbbo fh[i[dj _d jh[ l_h)

jkWb Z_]_jWb [dl_hedc[dj( _i Yedi_Z[h[Z je X[ jh[ ceij _cfehjWdj Yed)

ij_jk[dj je Xk_bZ kf ikYY[iifkb OK Yedj[dji. 

 OK fhel_Z[i jh[ feii_X_b_jo je [iYWf[ jh[ b_c_jWj_ed ef W fbWj ikhfWY[ jhWj 

_i Yedf_d[Z je jh[ iYh[[d m_jh /)Z_c[di_edWb ifWY[. L_dY[ OK Wbbemi fh[[ 

XeZ_bo cel[c[dji( W Z_ff[h[dj _dj[hfWY[ ejh[h jhWd Yedl[dj_edWb GhWfh_Y 

Ni[h Bdj[hfWY[(GNB& d[[Zi je X[ Wffb_[Z je _cfhel[ _cc[hi_ed WdZ 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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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fh[i[dY[ feh jh[ ki[h. Mh[h[feh[( _j _i d[Y[iiWho je h[i[WhYh feh W d[m 

_dj[hfWY[ jhWj _i Wffhefh_Wj[ je YhWhWYj[h_ij_Yi ef OK( mh_Yh [dYekhW][i 

_dj[hWYj_edi ki_d] jh[ ki[h’i XeZo cel[c[dji.

 Mh_i ijkZo [nfbeh[i jh[ feii_X_b_jo ef W d[m _dj[hfWY[ c[jWfheh jhhek]h 

_djk_j_l[ ][ijkh[i h[bWj[Z je jh[ fkdYj_edi ef OK. Mh_i ijkZo ijWhji _ji Yed)

j[cfbWj_ed fhec jh[ YhWhWYj[h_ij_Yi ef OK WdZ jh[ fWYjehi ef fh[i[dY[ je 

jh[ YedY[fjkWb c[jWfheh mh_Yh _i W c[jWfheh m_jh jh[ [nf[h_[dY[ ef 

XeZo WdZ [cXeZ_[Z Ye]d_j_ed. ?hec _ji Yedj[cfbWj_ed( jh[ c[jWfheh_Y 

][ijkh[ X[Yec[i jh[ d[m _dj[hfWY[ c[jWfheh feh OK. Mh[rfWf[hrfhe)

fei[irOKr_dj[hfWY[ Z[i_]d XWi[Z ed jh[ c[jWfheh_Y ][ijkh[i WdZ jh[ [n)

f[h_c[dji ef ][ijkh[)_dj[hfWY[ fhejejof[i [lWbkWj[ jh[ [ff[Yji ed fh[i[dY[. 

Mh_i fWf[h jh_[i WdZ [nf[Yji feh fkhjh[h [nfbehWj_ed je hWl[ W X[jj[h fh[i)

[dY[ _d OE WdZ h[bf ki[hi je WZWfj _dj[hfWY[i ceh[ _djk_j_l[bo m_jh ][i)

jkh[)XWi[Z OK _dj[hfW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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