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토메이션시스템의 텐저블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
Tangible Interaction for Home Auto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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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UI에서 실체화의 주요 방법은 감각적 표현과 물리적인 표현,

탈산업화사회로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차 감성이나 감각,

제어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감각적 객체는 시각, 촉각, 청각

경험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을 중시하게 되어, 제품
의 본질적인 혜택 외에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가 중요한 가치

의 감각정보를 말하며, 표현의 기능을 수행한다. 물리적 객체
는 공간과 사물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표현의 역할과 동

가 되었다. 또한 기술의 집약으로 제품의 디자인은 외관만이

시에 제어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현의 역할은 사물의 구

아니라 인터페이스와 총체적 경험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감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하이테크놀러지 제

분과 기능에 대한 인지정보의 제공을 뜻한다. [표1]과 같이 공
간, 사물, 감각의 범주에 따라 가능한 역할과 인터랙션 방법

품의 디자인에 있어 핵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다르다. 각 요소와 인터랙션 방법에 어떤 기능을 맵핑하는

홈오토메이션시스템(Home Automation System)은 디지털 기
술과 컴퓨터를 가정 내 기기와 연동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

가의 문제가 TUI디자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표1]TUI 실체화 범주 분석

로, 미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만큼 감성적 요구가 큰

범주

제품이다. 디스플레이패널이나 버튼컨트롤 방식의 UI(User
Interface)를 디자인한 사례는 많으나, 사용성이나 심미적인 감

역할

인터랙션 방법

공간

표현/제어 형태, 물성/이동, 회전

사물

표현/제어 형태, 물성/이동, 포개짐, 진동, 회전, 충돌

성의 충족이 뿐 아니라, 다양한 감각의 다층적 활용을 통한

시각 애니메이션, 아이콘, 문자, 색상, 점, 선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측면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감각

표현

촉각

진동, 촉촉함, 물렁물렁함, 딱딱함,
거칠음, 뜨거움, 차가움

청각 노이즈, 사실적 소리, 추상적 소리, 음악

본 연구에서는 감성적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홈오토메이션시
스템 인터페이스 연구의 일환으로써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Tangible User Interface, 이하 TUI로 표기)를 디자인하였다.

3.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TUI 디자인 사례연구: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분절적 컨트롤 방식으로, 모든 기능

Appono 컨트롤러 디자인 사례

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컨텍스트상 연결점이 있는 기
능들을 모은 집단이다. 홈오토메이션시스템 영역 중 즉각적이

3-1. 시스템 기능과 인터랙션 객체의 정의
Appono는 실내의 공조, 급수, 조명 장치를 제어하는 홈오토메

고 일상적인 인터랙션이 가장 요구되는 기능인 실내의 공조,

이션시스템의 TUI방식 컨트롤러이다. Appono는 라틴어로 ‘두

급수, 조명의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다’라는 뜻으로, 행위를 통한 제어를 중심 인터랙션 방법으로
한다. 작은 조약돌 같은 생김새를 가진 조작 유닛들을 이동하

2.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실체화 범주

고, 포개고, 회전하는 행위로 종래의 버튼이나 터치스크린 조

TUI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사용자가

작방식보다 감성적이고 실체화 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인터랙션 객체는 [표2]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플레이트(Plate)와

만지고 이동시키는 체감적 상호작용의 형태로 구현한 인터페
이스를 말한다. TUI는 인간의 다양한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을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에 반영하고자 개발되며, 실체
화 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결합한다. TUI를 통해 사용자는
감성적 차원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1]은 텐저블 인

조작 유닛(Unit)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닛은 네 가지로, 각각
냉난방, 습도, 급수온도, 조명을 담당해 제어한다. 유닛은 각
각의 기능을 형상화 한 아이콘의 형태를 띠고 있다.
[표2] Appono 인터랙션 객체

터랙션을 이용한 컨트롤의 예시이다.

Unit

[그림1]MIT의 Music Bottles(좌로1) 소니의 애플 리모컨(2,3)

Plate

222

실내온도

물온도
습도
(Air
(Water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조명
(Light)

[표 5] 표현역할(Output) 측면의 인터랙션

3-2. 인터랙션 요소 별 실체화 모델
객체 정의를 바탕으로 제어역할 측면과 표현 역할 측면의 인

기능

터랙션을 각각의 기능에 따라 맵핑하였다. 먼저 제어역할 측
면의 핵심적인 조작 방법은 [표3]에 표시된 바와 같다. 유닛들
을 플레이트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는 행위로 On, Off 컨트롤
표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설정 값과 세기, 설정모드를 바꿀 수
있다. 좌표별 제어양식은 [표4]에 표시된 바와 같다. 각각의
시스템에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다. 아날로그 타임 레버를 돌

습도

리듯 유닛을 회전시키면 타이머 설정이 완료된다.
[표3] 제어역할(Input) 측면의 인터랙션
제어방법

On

Unit을 Plate 위로 얹음

Off

Unit을 Plate 아래로 내림

상태변환

Unit을 상하좌우로 밀어냄

중점이동

Unit을 원하는 위치로 들어 옮김

타이머

행위

물온도

수직이동, 포개짐
수직이동
수평이동

조명

수직수평이동

Unit을 돌림

표시방법

초기 숫자

희망 실내 온도

숫자

실내온도 현재 작동 상태(냉방/ 송풍/ 난방) 물체의 이동방향

이 가능하다. 유닛에는 각각에 할당 된 좌표축이 있어서, 좌

기능

표시사항

현재 실내 온도

회전

타이머

바람세기

빛 세기+크기

0n/ Off
현재 실내 습도

빛 켜짐/꺼짐 or 위치
초기 숫자

희망 실내 습도

숫자

현재 작동 상태(가습/ 제습)

물체의 이동방향

바람세기

빛 세기+크기

0n/ Off
현재 물온도=희망 물온도

빛 켜짐/꺼짐 or 위치
숫자

모드

문자

0n/ Off
현재 조명세기=희망 조명세기

빛 켜짐/꺼짐 or 위치
숫자

모드

문자

0n/ Off
예약시간

빛 켜짐/꺼짐 or 위치
숫자

남은시간

타임라인

[표4] 수평이동 좌표별 제어양식

[그림2] Appono 하드웨어 모델링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UI의 실체화 범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홈오
사용자가 이러한 조작을 하면 Appono는 홈 오토메이션 중앙
제어서버와 통신하여 설정 내용을 각 기기에 보낸다. 그러면
에어컨, 보일러, 가습, 제습기, 조명장치는 설정된 값에 맞추
기 위해 작동된다. 그동안 Appono는 설정한 값과, 그에 맞춰
현재 얼마나 변화 되었는지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준
다. 유닛을 따라 움직이는 점들의 집합이 현재 값과 설정 값
의 차이를 나타낸다([표5]참조).
[표5] 표현역할을 위한 디스플레이 요소

토메이션시스템의 텐저블 인터랙션 적용을 위해 공조, 급수,
조명장치의 TUI를 디자인하였다([그림2]참조). 디지털 디버전
스(Divergence)적 전자기기 환경에 익숙한 일반사용자를 대상
으로 하여 시스템 분절적 방식의 몇 가지 기능으로 연구범위
를 한정하였으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의 전 기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실체화 범주에 따른 다양한 인터랙션 방법을 기능에
적용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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