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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경험과 감성인터페이스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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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논의배경

□ 1960~70년대 대량생산 중심 ‘量의 시대’, 1970년대 후반~80년대 품질 중심 ‘質의

시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다품종소량 생산 중심 ‘다양성 시대’를 거쳐

1990년대 이후 사용자 개인 기호와 감성에 대응한 ‘감성시대‘에 진입

o 내구소비재를 경쟁적으로 구입하던 1960~70년대를 거쳐 1980~90년대 물질적 가치

보다 정신적 가치의 중시, 기술혁신 경쟁 한계에 따른 제품 차별화와 품질향상 한계

등에 따라 새로운 컨셉의 혁신적 감성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

※ 특히 기업에서 부품과 연구개발의 글로벌 소싱 보편화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펙 경쟁의

한계와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의 글로벌 마켓 접근성의 증가는 소비자의 감성적 안목을 향상

o 사용자의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 구매 행동 관찰 결과 더 이상 기능 자체가 유일한

고려요소가 아니며(Reich, 1993), 사용하기 쉽고 편한가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감성을

어느 정도로 만족시키는지 여부도 중요 선택 요소로 작용(Han 외, 2000)

o 제품 초기 소비자는 성능에 대한 요구가 크나 일정시점 이후 과도한 성능보다 감성

가치 요구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변화하였으며, 제품, 서비스 등과 사용자와의 점점인

인터페이스 설계에 감성은 핵심 요소로 대두

만족하는 수준

성능·감성

시간

감성요구곡선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
감성가치에 대한

니즈가 증대

평균 사용자가

<그림 1> 시간에 따른 소비자의 성능과 감성 요구 변화

o 이에 따라 제품, 시스템, 서비스 설계에 있어 사용자의 감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교류하는 접점인 인터페이스 영역에 사용자 감성을 고려한 설계는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통해 상품의 혁신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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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중화, 디지털 컨버전스 확대, 최근 iPhone 시장성공에 따라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UX(User Experience, 이하 UX)를 제공하는 감성인터페이스는

상품,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시장성공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인 동시에 시장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

o 최근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미디어, 통신, 인터넷 등 각 산업별로 구축된 네트워크

-디바이스-콘텐츠의 수직적 가치사슬의 수평적 융합은 사용자가 보유한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seamless)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 환경이 구축

- 사용자의 프로슈머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앱의 등장, SNS, 클라우딩 컴퓨팅의

보편화에 따른 사용자 콘텐츠 생산의 증가와 접근성 향상 등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시장과 산업이 형성

- 핸드폰, 내비게이션, 카메라, 전자수첩 등 특화기기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기능이 집약

되고 상호 기능의 융합, 서비스, 네트워크 등과의 접근성이 향상 되면서 효율적 활용을

위해 차별화된 감성과 UX를 제공하는 감성인터페이스 중요성이 점차 증가

o 특히 단순한 기능과 멀티터치기반 조작, 간편한 접속과 다양한 콘텐츠 및 앱과의

용이한 접근성, iTuens와 맞물려 구축된 애플생태계(Apple Ecosystem)를 제공하는

iPhone과 iPad의 전 세계적 열풍은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어 인간의 감성과 경험

요소에 대한 중요성과 원천기술 및 특허 확보 필요성을 제기

-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Apple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의 쟁점으로 UX/UI분야*가

포함되는 등 근래 UI가 활용되는 업계는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경험과 사용자

감성을 만족시키는 UI 개발 경쟁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음

* Apple은 slide to unlock, bounce back 기능 등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4건과 제품외관 및 아이콘

디자인 등을 제소, 삼성은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트리구조 표시 특허 등 3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일본 법원에 제소

- 금년 3.15일 발효된 한미FTA 조문에 따르면 소리 및 냄새 등 비전형표장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이에 따라 최근 제품과 서비스 개발과 홍보는 과거의 H/W 사양 중심에서 새로운

UX를 가진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주요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관련 감성인터페

이스는 최근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유망 기술로 선정

- 과학기술 미래비전(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IT융합 미래

기술 예측조사 2025(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1) 등에서는 인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주요 기술로 인간 감성과 인터페이스 기술이 포함

- Gartner, MIT 등 해외 주요 기관과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부품 개발 및 관리기관

에서 지속적으로 UI와 UX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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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기관의 감성, UI, UX분야 중요성 언급 분야 및 내용

주요 기술 주요내용 선정대상 선정기관

비접촉 맞춤형 UI,

사용자 맞춤형

UI/UX

· 사람의 시선과 사용의도를 파악

· 장소와 컴퓨팅 환경에 관계없이 자율

지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T분야 20대 미래

유망기술(2012)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모바일 중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

· 미디어 태블릿 등장으로 UI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진화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UI 필요 예측

· 윈도우, 아이콘, 포인터 등의 UI가 터치,

제스처, 음성, 영상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UI로 대체 예상

2012년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

(Strategic

Technologies Top 10)

Gartner

사용자 참여

(User Engagement)

· 사용자 참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UX과

인간공학적 이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필요

연방정부가

주목해야할 10대

기술동향

(Tech Trends 2011)

Deloitte

Consulting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 핵심은

간편함

· 향후 직관적으로 찾기 쉽고, 설치가 용이

하며, 어디서든 사용이 편리한 앱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

· 필요 이상 기능이 탑재된 앱디자인에서

사용하기 쉬운 앱 개발로의 전환 진행

2012년 IT 10대

예측

(IT Predictions for

2012)

EMC

제스처 인터페이스

(Gestural Interface)

· 몸동작으로 컴퓨터 제어

· 호주 항공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에 실제 적용

MIT

2011 유망기술
MIT공대

스마트 디지털

디자인

· 스마트 기기는 사용자 편의성과 경험을

고려한 UI, UX 디자인은 성공․실패의

열쇠

2011년 5대 디자인

트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지능형 인터페이스
· 3D 인터페이스와 강상현실/증강현실

SW를 통한 체험형 3D시스템

2011 IT

전략기술로드맵

기획 보고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음성인식
· 터치스크린을 잇는 차세대 입력방식

(TV, 자동차 인터페이스, 자동 통번역 등)

2011년 글로벌

10대 유망기술
삼성경제연구원

Interactive 3D UI

(지능형홈 플랫폼)

· 사용자 몰입감 극대화를 위한 3D 영상

· 공간상에서 콘텐츠 조작, 편집 및

Reaction이 가능

2010년 10대

유망기술
전자부품연구원

* 출처 : 관련 자료 원문



- 4 -

□ Apple의 독창적 UX와 생태계 성공을 통해 사용자 중심 감성인터페이스가 세계

시장 석권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Apple발 모바일 스마트혁명에 사전

대응하지 못하는 등 관련 H/W, S/W 기술력에 비해 UX수준은 못 미치고 있는 실정

※ 삼성전자 Windows Mobile 계열 핸드폰과 애플의 iPhone의 chip set은 각각 C100과 C100계열

800MHz, 메모리는 동일하게 8GB였으며, 주요 단말과 앱 기능이 유사하였으나, 2010년 3분기 기준

가입자와 연평균 가입자 추정치가 삼성 Windows Mobile 계열이 6.7백만과 9만대, iPhone은 3.8천

만대와 105만대로 차이가 있었으며 주요 이유는 감성UX 차이(SKT, 2010)

o 현재까지 연구개발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감성인터페이스와

UX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은 드문 실정이며, 새로운 감성인터페이스 및 UX의

세계적 개발경쟁 강화에 따라 단기간 내에 창의적 결과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

o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관련 대형 국가 R&D사업인 G7 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

감성공학기반기술개발사업(이후 G7 감성공학 과제)을 추진하여 미래형 자동차, 가전

제품 등 관련 기술개발 기반과 인력 양성을 수행 하였으나, 그 후속 사업 추진은 미흡

- 1995~2002년 총연구비 502억원(정부 338억원, 민간 164억원) 규모로 제품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 중심 제품․환경 설계 응용기술 기반 구축과 인간 감성

연구화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감성기술 적용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수행

- 대표적 성과로는 (1) 색채감각을 활용한 디지털 카메라 개발, (2) 감성컴퓨터 인터페

이스 개발, (3) 고기능TV의 감성적 인터페이스 개발, (4)　VR을 이용한 시제품 모형

제시 및 평가, (5)　멀티미디어용 향발생장치 개발, (6)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적응형 시트 개발, (7) 감성DB와 평가지표를 이용한 집중력 증진시스템 개발, (8) 복

합감성정보를 활용한 헬스기구 개발, (9) 자동차 운전자의 피로경감시스템 개발, (10)

주거 및 사무용기기의 사용성 평가 및 관련 DB 개발, (11) 가상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스템 개발, (12) 가상환경 제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성측정 및 평가 지원

등(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약 10여 년간 본격적으로 전개된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최근까지 감성인터페이스 관련 정부차원 관련 산업

견인에는 미흡

□ 최근 들어 감성산업, 인터페이스산업, 감성경제, 경험산업, 경험경제 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관련 기업은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개발과 정부는 관련

R&D 촉진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최근 가시화

o 다수 기업이 경영 키워드도 UX와 사용자 감성 등을 표방하는 등 근래 신제품 등의

출시에 새로운 하드웨어 스펙 및 기능보다 새로운 UX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등 UX는

이제 기술의 범주를 벗어나 기업 전문성과 가치 향상을 상징하는 아이덴티티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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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업*은 User-Interface, Human-Interface, Human-Machine Interface,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공학(Human Factors) 사용성(usability), 감성공학 등 기존 조직

등을 UX 조직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UX 조직을 구성하고, UX와 사용성 전문가 그룹인

UPA(Usability Professional's Association) 한국 지부가 설립(2010)

* 가전 및 핸드폰 업체(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통신업체(SK텔레콤 등), 완성차 업체(현대차

등), SI업체(SDS, LG CNS 등), 포털(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한국 Microsoft 등), 내비게이션업체

(아이나비, 엠엔소프트 등)

o 최근 관련 부처는 감성ICT 산업 아웃룩(지식경제부, 2011.3)을 통한 IT와 관련분야에

감성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기술비전 2020(지식경제부, 2011.11), 방송통신

기본계획(방송통신위원회, 2011.11) 등에서 본격적 UX/UI/감성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 추진 내용을 언급

- 이와 함께 기업중심의 ‘감성ICT 산업협회’ 인가(지식경제부, 2010.11), ‘UI/UX 전문가

포럼' 설치(방송통신위원회, 2012.4) 등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

- 그러나 본 전략은 감성ICT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와 산학연관의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 지원전략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전략 등은 부재

o 그러나 현재까지 다학제적 특징을 가진 감성, UX, UI 등 분야에 대한 산학연관의

합의된 정의와 범위는 부재한 실정으로 향후 관련 분야 정부R&D의 본격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합의와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고시를 통해 ‘인간과학과 기술’ 분야를 새롭게 신설하여 뇌과학, 인지․

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추가하였으나 관련 인터페이스 부분을 포괄하지 못함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UX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성인터페이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의의 범위, 기술 개발 동향,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기술수준

등 현황 진단을 통해 정부R&D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o 제2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발전 역사, 감성인터페이스 정의와 구성요소 등에

대한 과거 연구 리뷰 등을 실시하고, 제3장에서는 최근 화두인 UX 패러다임 등장에

대한 논의와 주요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

o 제4장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중장기계획 및 전략 등과 2010년 수행된

정부R&D 과제를 대상으로 부처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 단계별, 관련 기술

분야별 수행 현황을 분석

o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 특허, 논문 등 분석 및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한 우리나라 수준을 진단하고, 제6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관련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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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성인터페이스의 발전

제 1 절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발전

□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 또는 기법, 사용자가 컴퓨터 또는 프

로그램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의미

o 초기에는 특정 명령을 화면에 타이핑하여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Characteristic

User Interface(CUI) 환경이 지배적이었으나 이후에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그림이나 아이콘 등을 클릭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Graphical User Interface(GUI)환경을 제공

<그림 2> Xerox사의 Star Workstation과 1990년대 초반 리눅스 윈도우의 GUI

o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용자 측면에서 시스템에 접근 후 느끼는 요소에

대한 피드백을 기준으로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인간의 실수

및 불쾌함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

-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는 모든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s)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시각, 청각이 받은 자극 강도,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이를 통해 촉발된 감성과 느낌을 모두 포함

o 최근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접근이 더 간단하도록, 사용이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한

직관적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오류를 줄이고 편리함을 부각하는 추세

※ 과거 제품과 시스템은 기능을 구현한 기술력을 핵심경쟁력으로 주목하여 더 많은 기능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이러한 디자인은 인간 실수를 유발하고 사용자의 불편

함을 높이며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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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 인터페이스란 인터페이스의 사용 방식이 현재까지 사용해왔던 다른 소프트

웨어나 시스템과 같거나 유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UX을 기반으로 직관적 인터

페이스를 설계하려는 노력은 최근 UX 개념의 시발점

※ QWERTY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판배열이 연구되었으나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 현재까지도 표준 배열로 사용 중

□ 제록스 STAR Workstation을 통한 GUI 태동에서 Mac과 Windows를 통한 보급형

GUI시스템 시작, 1990년대 GUI 중흥기, 2000년대 GUI 보편화를 넘어 UX 시대로

진입

<그림 3> 컴퓨터 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발전

o (1980년대 이전) 초기 컴퓨터 환경은 문자로 명령어로 입력하는 CLI(Command

Line Interface)기반의 CUI 방식

- CUI는 과거 MS-DOS처럼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를 외우고,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

o (1980년대 초반) Ivan Sutherland의 박사학위논문인 ‘The Sketchpad: A Man

-Machine Graphical 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 스케치 패드라는 그래픽 프로

그램을 개발함으로서, 그래픽요소를 통한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시작

- 1981년 Xerox PARC 연구소는 당시 가장 진보한 기술들을 종합하여 상업용 컴퓨

터인 STAR Workstaion을 통해 최초로 GUI개념을 정립하여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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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80년대 중반) 1984년 Apple은 상업용으로 최초로 성공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매킨토시를 출시하면서 GUI가 적용된 제품을 일반사용자에게도 널리 보급되는 등

보급형 GUI 시스템의 시작됨

- 1985년 DESQView는 최초의 도스형 멀티태스킹 프로그램을 IBM은 대체 윈도우

시스템으로 GEM이 출시하는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

- Microsoft는 윈도우 1.0 버전을 출시함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된 보급형 GUI

첫 선을 보였으며, 이후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 적용

<그림 4> Microsoft 윈도우즈 1.0(좌)과 매킨토시(우)

o (1990년대) 1992년 IBM은 GUI 개념을 적용한 독자적 OS/2 2.0을 발표, MS 역시

Windows 95를 발표하는 등 GUI 기반 적용된 프로그램 시장을 선도하는 등 GUI

중흥기에 진입

- Apple도 System7(1991) → System7.5.3(1996) → Mac OS 8(1997)을 거치면서 GUI를

발전시켜 왔고, 1998년 앞선 디자인의 iMAC 시판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iPhone 성공의 기반을 마련

o (2000년대) GUI 기반 컴퓨터 OS에서 Microsoft가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2000년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 중심 GUI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터페이스

시대로의 본격적 전화의 기회를 마련

- Windows 95를 통해 GUI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게 된 Microsoft는 2001년 Windows

Xp, 2007년 Windows Vista, 2009년 Windows 7을 통해 GUI를 안정적으로 발전

- 특히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의 대중화, 2000년대 핸드폰 및

근래 스마트폰과 타블릿 PC의 대중화는 생활 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활용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소비자 UX 중심 감성인터페이스 중요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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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바일, 유비쿼터스, 소셜 컴퓨팅 크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범위를 일상생활까지 확장하면서, 제품개발의 초점은 UX와 감성기반 인터

페이스 중심 설계로 이동

o 콘텐츠 생산의 양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다양한 단말을 통해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사용의 편리함’

요소가 우선순위

- 2012년 3월 Strategy Analytics에서 발표한 서유럽과 미국의 휴대폰 구매 우선순위

에서 ‘사용의 편리함’이 80%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

* 출처 : Paul Brown, Battery Life and Ease of Us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 Phone Buyers,

Strategy Analytics Report, 2011. 3.

<그림 5> 미국과 서유럽의 핸드폰 선택 기준

o 2007년 1월 최초 발매된 iPhone은 싱글 터치방식 스마트폰, PDA 등과 달리 최대

다섯 손가락 활용이 가능한 멀티터치와 핀치인식, GPS와 가속도 센서,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등 새로운 인터페이스 경험 제공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

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사용자’, ‘제품’ 그리고 그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개선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인 기능과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최근 인터

페이스 설계의 중심

o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용자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자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중요성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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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요구사항은 주로 인지공학, 정보공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며, 포커스 그룹인터뷰, 명목집단 인터뷰 등 그룹을 대상으로 질의

하는 방식과 심층인터뷰와 설문 등 개인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방식도 활용

o 인종, 문화, 능력과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험까지 사용자 계층의 다양성은

광범위 하며, 이를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예상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방법이

필요

- 과거 제품과 시스템은 기능을 구현한 기술력을 핵심경쟁력으로 주목하여 더 많은

기능 제공에 중점을 주어 인터페이스를 구성, 이러한 디자인은 인간의 실수를 유발

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높이며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보임

o 제품의 사용방법이 쉽고 편리한지, 크기와 구조 등이 사용하기에 무리하지 않은지

등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에는 몇 가지 원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과거에 비해 더 폭넓은 기능을 지원하면서도 더 쉽고 직관적인 제품을 설계

- 상호작용은 제품 측면에서는 기능, 사용자 측면에서는 작업으로 설명되며, 기능을

개발할 때는 사용자의 작업을 예상하고, 사용자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작업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기능을 개발

- 상황에 맞는 시스템 및 제품과 사용자 사이 상호 작용은 사용자의 양립성을 충족

시키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쉽고 직관적인 이해와 오류를 줄이고 편의성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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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성인터페이스 정의와 구성요소

□ 사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을 자극하여 제품, 서비스 등과의 교감을 통해

사용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키고 효율적, 안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와 관련 기술을 의미

o 감성 인터페이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정(emotion)과 감성(sensibility)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함

<표 2> 인간 감성과 감정의 비교

감정(emotion) 감성(sensibility)

심리변화의 강도 높음 낮음

생리적 변화 있음 관찰 안됨

표정 및 행동 변화 있음 없음

객관적 측정 평가 가능 불가능

일상생활 중 발생 빈도 낮음 높음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늦음 빠름

자의적 조절 가능 불가능

기타
· 두뇌에서의 인지과정을

거쳐서 발생

· 반사적, 직관적, 무의식적 발생

· 개인성, 변화성, 모호성

* 출처 : 이구형, 인간감성의 특성과 감성적 공학기술, 한국정밀학회지 제18권 제2호, 2001. 2.

o 감성과 감정은 상호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실제 그 특성 차이가 큰 심리적 변화로

사전적 의미로는 감정이 강한 느낌이며 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반면 감성은 감각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능력으로 설명이 가능 (이구형, 2001)

* 심장박동수와 맥박수 증가, 호흡량 증가, 피부 혈관 수축, 동공 확장, 위장 활의 정지, 타액 감소, 땀샘

활동 증가 등이며 그 반응 조직은 부분적으로 아드레날린 분비 증가로 발생(Parkinson, 1995)

- 어느 개인이 특정한 감성을 갖더라도 이 결과로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얼굴 표정

이나 생리적 현상의 발생하지 않는 다는 특성이 있음

o 감정은 강도가 강하고 분노, 역겨움, 두려움, 행복, 슬픔, 놀라움 등 종류별로 구분이

명확하고 대상에 따라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는 등 일반화가 가능하고 일정수준 개인적

조절이 가능하나, 감성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감각정보에 두뇌의 논리적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을 거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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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과 감정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감정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반면

감성은 조절이 불가능하며, 감정은 외부 자극의 종류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되지만

감정은 동일한 자극이라도 개인의 생활경험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인의

경험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감성은 감정에 비해 강도가 약한 반면 동일 감각자극에도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시점에 따라 변화가 나타 나는 등 감성 표준화와

일반화는 불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과 평가에 한계

- 감성은 개인적, 반사적, 직관적으로 발생되고 유동적 특징이 있어 일반화, 표준화,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간의 생활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억을 축적하는 두

뇌의 limbic system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부분 감성이 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논리적 판단 시점 이전에

사물에 접하는 순간 반사적, 직관적으로 발생하며, 인간감성 이해를 위해서는 감각

이나 정보자극 등 외부 자극보다 개인 감성변화를 결정하는 생활 등 경험 분석이 중요

o Plutchik은 감정순환 모형을 통해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공포, 신뢰와 혐오, 놀람과 기대

등 8개 감정유형과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색의 채도와 같이 강도가 다양하고 하나

의 감정에 다른 감정이 섞일 수도 있는 등 감정의 복잡성을 제시

* 출처 : Robert Plutchik, Rovert Plutchik's Wheel of Emotion, 2011

<그림 6> Robert Plutchik’s Wheel of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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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감성 및 감정에 대한 차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

o 이구형(2001)은 개인감성을 기능적 감성과 감각적 감성으로 구분하여 감각 및 자극

대해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가 결집하여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결과물로 정의한 인간감성 기본모형을 제시

개 인
(a person) 

감각 및 자극
(Sensory & 

Information Stimuli) 

감성
(Sensibility)

경험과 기억
(Experience and 

Memory) 

개인적 요소
(Personal Factors)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수준, 심리상태 등

사회적요인
(Social Factors)

가족관계, 정치, 지역사
회, 경제, 자연환경 등

문화적 요인
(Cultural Factors)

전통, 풍습, 종교, 인종, 
생활문화 등

* 출처 : 이구형, 인간감성의 특성과 감성적 공학기술, 한국정밀학회지 제 18권 제2호, 2001, 2

<그림 7> 인간 감성발생 기본 모형

- 개인이 제품이나 환경 등을 처음 접할 경우, 시각(외형, 색상 등 디자인), 소리나

향기, 질감 등과 같은 후각, 청각, 촉각 등 자극이 일차적 감성을 좌우하며, 사용

하면서 느끼는 사용편의성, 친근감과 같은 무형의 감성과 장기적 경험이나 전반적

분위기를 통해 갖게 되는 신뢰감이나 편안한 느낌과 같은 감성이 존재

o 정현원 등(2007)은 감성을 신체 반응을 동반하는 감정에 비해 직관적, 무의식적, 복합적

감정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대표적 영어표기인 sensibility 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feeling 의미가 보다 부합된 감성 의미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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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현원, 나건, 감성평가를 위한 감성의 의미 재정립과 어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6권 3호, PP. 17~25, 2007. 8.

<그림 8> 정현원 등의 감성 개념 정의

o 박재현 등은(2010) 기존 이미지와 인상에 대한 모형(Han 외, 2001), 평가를 통한 감성의

형성(Leventhal and Scherer, 1987), 사물로부터 비롯되는 감성 생성기제(Russell, 2003)

등 다양한 관련 이론 등을 포괄하는 통합 감성 모형을 제안

- 인간의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단계에 따라 자극의 기본적 수용(basic

sense), 이미지에 대한 묘사(image description), 평가적 감성(evaluative feeling) 등

세 가지로 감성과 의식 흐름을 연관 지어 설명하고 감성을 수용적 감성(primitive

affect), 묘사적 감성(descriptive affect), 평가적 감성(evaluative affect) 3단계로 정의

- 수용적 감성 → 묘사적 감성 → 평가적 감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각각 무의식,

의식적 평가작업이 수행되며, 평가의 배경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 개인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

※ 무의식적 평가 :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잠재의식과 사물에 대한 기대가 개입

※ 의식적 평가 : 보다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주관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개입

- 아래의 그림에서 단계가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감성이 추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자의적, 주관적인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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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재현 외, 문헌 조사를 통한 사용자 감성 모형 분석,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그림 9> 박재현 등의 사용자 감성 모형

□ 감정과 감성의 차이점, 감성발생 모형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제품이나 환경에

대해 갖게 되는 감성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인간 감성을

고려한 제품 및 시스템 개발의 효과가 가장 커다란 분야는 인간-기계-환경시스템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와 환경 재설계 분야

o 인간 생활은 기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인간, 인간-기계-환경

상호작용도 대부분 인간-기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생활 주변 기계들은

발전 해왔으나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은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

o 특히 1960년대 이후 가정 내 전자제품의 빠른 보급, 1970년대 이후 보급된 컴퓨터,

전자, 통신제품 등의 보급과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이후 핸드폰과 강력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과 타블릿 등을 가정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SNS의

등장과 보편화는 감성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대변

□ 사용자 감성욕구 추구단계는 사용자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생산자 노력에 의한

제품의 기능, 성능, 품질, 보급률 등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고 개인화 단계를 거쳐

활용 경험을 축적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후에 가능해지는

등 감성욕구 충족 제품은 제품 개발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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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소비자의 욕구는 보유 욕구, 비교우위 욕구, 활용성 욕구, 감성욕구 등으로 구분

- (보유 욕구)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초기단계에서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타인들보다 먼저 소유하려는 욕구

- (비교우위 욕구) 제품 보급이 확대되어 주위 사람들도 동일 제품을 보유하는 단계

에서 출연하는 남들보다 기능, 디자인 등에서 비교우위의 제품을 가지려는 욕구

- (활용성 욕구) 제품 보급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소비자들은 제품 보유보다는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과 제품이 보유한 기능을 비교하면서

제품에 대한 사용을 평가

- (감성욕구) 제품 보유와 기능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된 후 소비자들은 제품이

생활에서 활용되는 측면 이외에 제품이 생활과 환경 내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즉

제품 가격과 디자인, 환경 분위기와 제품 조화 같은 심미적 부분에 대한 만족을 추구

o Walter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을 활용한 ‘사용자 욕구 단계설’에서 인터

페이스 디자인의 사용자 욕구는 최하위 기능성→신뢰성→사용성→즐거움까지 단계

별로 제공할 때 사용자의 만족감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1990~2000년 대 초반의 웹 디자인 경향은 매우 점잖고 격식을 갖추었지만, 최근에는 각기의 개성

또는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위한 노력

* 출처 : Arron Walter, Remap of Maslow hierarchy interface design, 2010

<그림 10>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과 사용자 욕구 단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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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인터페이스는 주로 인간공학 분야에서 인간-기계시스템 효율과 관련된 자

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인터페이스는 인간에게 무리한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부담 증가와 신체나 정신적 활동의 저하와 지루함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감성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o 작업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는 상황

인식을 위한 감각기관과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등 감각

기능과 지능을 보유하여야 함

o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인간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계가 이러한 인간의 다양함과 변화에 대응하며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인 인간 특성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함

o 감성인터페이스는 다른 시스템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체 시스템 효율을 최적화

하도록 운용되어야 하는 등 인간 생활 주변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여

인간 생활과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어야 함

o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감정표현 수단은 언어와

제스처로 감성인터페이스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간 감성

이해는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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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관련 기술 동향

제 1 절 UX 패러다임 등장과 발전

□ 최근 미디어, 통신, 인터넷 등의 사용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디바이스-콘텐츠’를 중심으로 ‘수직적 가치사슬’의 ‘수평적

융합’이 가능해지면서 UX의 중요성이 부각됨

o 핸드폰, 내비게이션, 카메라, 전자수첩 등 과거에 기능 별로 특화되었던 기기들이

스마트폰으로 기능이 집약되면서 중단없는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과

다양한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등의 융합을 위해 사용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차별화된 감성을 제공하기 위한 UX 중심 감성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

o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온 개념 중 하나인 사용성*을 개선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쉬운 접근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가장 근접한 해답은 최근에는 UX로 귀결되는 분위기

* 특정사용자가 특정 목적과 상황에서 특정 제품을 사용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

o 사용자는 중단 없는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환경에서 UX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수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이동훈 외, 2010)

-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한 디바이스에 대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끊임없이 이용가능하기를 기대

-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의 기능이나 기술이 어떻게 적용․작동되는지 관심이 없고,

사용하는 순간의 사용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직관적 편리한 조작이 요구됨

o UX 부상과 함께 Joseph Pine과 James Gilmore가 발표한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라는 용어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 경험경제 시대에는 품질 향상으로만 제품과 시스템 등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으며,

제품과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디자인되면 소비자에게 대단한 경험을 제공하

는 등 소비자에게 경험을 둘러싼 환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경험의 가치를 강조

- 즉 과거 기능경쟁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켰다면, 기술의 상향평준화에 따라 기능만

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힘들다는 기능경쟁 중요성을

종식시키는 의미

- 선도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의 차별화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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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는 제품, 시스템, 서비스 전체 라이프사이클 동안 중단 없는(seamless) 사용자

접근성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감성적 상호작용으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와 IT 기술발전에 따른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동적인

(dynamic) 개념으로 정의 가능

o 불과 10여년 사이 IT 사용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한 UX 중요성과 영향력과는 달리 현재

까지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

- 제품과 시스템, 서비스 등을 사용자가 직간접으로 경험하며, 느끼고 생각하는 총체적

경험(Law 등, 2009)

- 사용자가 제품, 시스템, 혹은 서비스 사용 혹은 기대되는 사용 결과에 대한 인식과

반응(ISO Draft 9241-210j, 2010)

-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와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NNGroup*)

* 세계적 사용성 및 UX 전문가인 Donald Norman과 Jakob Nielsen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 사용자의 내적인 상황과 시스템 고유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

나는 결과(Hassenzahl과 Tractinsky, 2006)

-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가 제품 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는 직 간접적

경험으로써, 사용성은 물론 감성공학, 인간공학 측면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긍정적

경험을 이끌어내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박재현 외, 2011)

-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행동(Action), 감성(Emotion)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위의 4가지 교차영역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능력, 제약사항, 전후 맥락 등의

상호작용(Jesse James Garrett, 2009)

* 출처 : Jesse James Garret, Abstract of Jeesse James Garrett's State of User Experience,

Adaptive Path UX Week, 2009.

<그림 11> UX 구성요소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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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계와 업계 등에서는 UI, HI, HMI/HCI, 인간공학, 사용성, 감성공학 개념과 혼용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UX는 다소 모호하고 복잡한 개념으로 사용성, 감성, 사용자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이 영향을 미쳐 단일개념으로 측정,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

□ Staffer Dan의 근래 많은 논문과 저서 등에 인용된 Designing for Interactions에

따르면 UX 관련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음

o 초판(2006년)은 UX를 구성하는 학문분야를 정보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 인간-컴

퓨터 상호작용, 시각․산업디자인(Visual․Industrial Design), 상호작용디자인 등을

주요 분야로 설명하고 정보 설계를 위한 문자, 데이터, 그래픽 등의 요소를 포함

o 그러나 저자는 2009년 발간한 개정판에서 초판에서 제시한 영역에 인간공학을 상호

작용 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핵심요소로 포함하였으며, 사운드 디자인을 추가하는

등 최근 스마트 기기 등의 청각아이콘(earcon) 사용 추세를 반영

- 인간공학* 개념의 도입은 보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UX의 발전 중요성을 대변

* 인간의 삶의 질과 인간-시스템 수행도 최적화 향상을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물리적, 인지심리

학적 한계를 증명하고, 관련 이론, 원리, 데이터, 방법론 등을 인간과 시스템, 제품, 서비스, 환경,

주거 등과의 상호작용 및 절차, 실행, 디자인 단계에 적용하는 다문학 분야 특성을 지닌 학문분야

- 인간특성에 적합한 정보설계가 인간공학의 중요 연구 분야임을 감안할 때,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이 인간공학과 매핑 되지 않는 것은 다소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UX 설

계의 제품화를 위한 필수 분야인 기계 및 전자공학 분야를 개정판에서 제외한 것은 UX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정의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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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taffer Dan, Designing for Interactions, 2006, 2009

<그림 12> UX 관련 기술의 변화



- 21 -

□ Mahlke(2007)는 CUE(Component-model of User Experience) UX 구성 모델을 제시

o Mahlke와 Thüring 모델에서는 시스템 속성, 사용자 특성, 직무 및 상황 맥락 등의

변수가 상호작용특성을 결정하는 UX 과정의 동인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 특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제품 품질인지로 국한하여 설명

- 품질은 제품 및 시스템 등의 수행도와 순수한 사용성 측면의 실용적 품질

(Pragmatic Quality)과 심미성 및 시각적 아름다움, 독창성 등의 시스템 속성과 연관

된 쾌락적 품질(Hedonic Quality)로 구분하였으며, 품질요소들은 사용자가 품질 속성

의 지각에 의해 중요성이 결정

- 감성적 사용자 반응(Emotional Reaction)은 이러한 지각력들의 종합적 반응이며, 두

가지 품질요소와 감성은 최종적으로 시스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종합적인 제품

및 시스템 등에 대한 판단과 사용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는 등 이러한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UX가 생성됨을 설명

* 출처 : Mahlke, S., Thüring, M. (2007). Studying Antecedents of Emotional Experiences in Interactive

Context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07).

ACM, New York, NY, USA, 915-918, 2007.

<그림 13> Components of User Experience(CU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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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리서치를

통해 발견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컨셉을 설계하고 경험을

디자인하는 단계를 거쳐야함

* 출처 : David Armano, Developing and Experience Strategy in 4 Parts, 2007. 11.

<그림 14> 경험전략의 설계

o (Research) 사용자 리서치는 마켓 리서치와는 달리 정성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모든 사용자 리서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o (Experience Planning) 경험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UX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함

o (Experience Briefing) 리서치를 통해 얻은 이해와 결과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며, 비디

오, 사진, 오디오를 포함한 브리핑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o (Experience Design)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 얻은 이해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

o (Experience Roadmap) 비즈니스, 브랜드, 사용자 니즈에 대한 조사 자료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전략의 기반을 수립

□ UX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의 속성은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상호작용 개발단계를 구체적 단개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차두원, 2011)

o (Research)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개발 첫 단계는 사용자 선호도 등의 설문조사,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 트렌드 조사, 사용성 및 UX 평가 등 자사, 타사 경쟁제품과의

벤치마킹 혹은 평가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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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Research

Benchmarking

Concept
Interaction Style 

Rapid Prototype

Spec. Fix
H/W(PUI)

S/W(Function)

Interaction Design
Information Architecture

Interaction Spec. Documentation

Interactive Simulation

Visual Design
Icon, Font, Color 등

GUI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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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차두원, 차량 멀티미디어 HMI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2008 전국 기술사 대회, 2008.9.

<그림 15> 일반적인 시스템 상호작용 개발 단계

o (Concept) Research 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조작방법, 조작기와 디스플레이 배치 및

상호작용 등 관련 대략적 UX 설계를 실시하며, 근래 본 단계에서의 관련 특허 사전

검증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o (Spec. Fix) 확정된 UX를 기반으로 조작기와 디스플레이 등 컨셉을 설계하고, 관련

하드웨어와 기능, 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의 상세 사양을 확정

o (Interaction Design) 효율적 기능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입력장치 조작, 화면 등과의

양립성이 높은 정보구조를 설계하고, 동작상황 별로 입력장치 조작과 디스플레이

정보제공 정책이 포함된 사양서(use-case)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공

- 본 과정에서는 필요 시 관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의 검토가 필수적이며, 필요시 상호

작용의 사용성 검토 등을 위한 시뮬레이터(프로토타입) 개발이 포함

- 특히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정상적 동작상황 이외에 모든 비정상적 동작

상황과 사용자의 조작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계하고 사양화 작업을 실시

o (Visual Design) 본 단계는 Interaction Design 단계에서 작성한 정보구조 및 사양서를

기반으로 제품 및 시스템에 탑재할 GUI 및 폰트를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담당에게

전달하고, 조작기, 외관 등의 하드웨어 설계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실시

o (System Integration) 조작기, 디스플레이 등의 하드웨어와 기능 구현 등을 위한 소프

트웨어를 통합하고 설계된 디자인과 상호작용, UX, 기능, 서비스 등이 정확히 구현되

었는지에 대한 검사와 필요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o 최종적인 사용자 UX 선호도 판단을 위한 품질 속성은 위의 상호작용 개발단계를 거쳐

생성되며, 실용적 품질은 상호작용 단계에서 설계한 조작방법의 용이성, 수행도, 감성,

조작과 정보와 양립성 등이 포함되며, 쾌락적 품질은 하드웨어와 GUI 심미성, 조작기

반응, 조작과 디스플레이 등의 독창성 등으로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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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는 단순히 제품과 시스템, 서비스 적용 차원을 넘어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와 경험혁신(Economy Innovation)으로 진화 되고 있음

o Joseph Pine과 James Gilmore는 품질향상으로만 제품과 시스템 등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대단한 경험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에게 경험을 둘러싼 환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경험의 가치를 강조

- 기술의 상향평준화에 따라 기능만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제공

하기 힘들다는 기능경쟁의 중요성을 종식시키는 의미하며, 선도기업들은 상대적인

차별화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

* 출처 : Joseph Pine II, James H. Gilmore,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98

<그림 16> 경제적 가치의 발전과 특성

o 북유럽 최대 규모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핀란드 VTT기술연구소는 경험혁신(Experience

Innovation Co-creating value with users) 보고서를 발간(‘12.7)하고, 최근 사용자 경험과

연관된 경험경제와 경험혁신, 혁신정책 수립과의 연관성을 설명

- 경험혁신을 1차산업에서 제조업, 서비스 경제 등을 거쳐 경제 활동과 가치가 점차

무형 사용자 공동창출에 기반한 경제발달의 가장 최근 단계로 정의

- 경험혁신은 국가혁신시스템(NIS)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경험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 짐에 따라 경험혁신이 국가 경제와 혁신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새로운 대상으로 등장

※ 경험산업은 가장 급신장하는 산업분야로 경험산업에서 경험은 GNP와 고용의 8~12%를 차지하는

핵심 가치로 판단

- 향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 생산자와 사용자 공동창출이 주는 기회와 제약,

기존 산업 분류 및 조사, 경험 관점의 혁신의 통합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을 제시

- 모바일 비디오, 노르딕 워킹 등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요소 반영 제품 등의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경험(experience), 혁신과 경영(innovation and management),

제품특성(product characteristics), 비즈니스(business) 등 4개 차원의 22개 지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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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Juha Oksanen, et. al., Experience Innovation Co-creating with Users, VTT TECHNOLOGY 38, 2012. 7.

<그림 17> 경험 요소 체크리스트 포함 지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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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감성인터페이스 기술 동향

□ 터치스크린은 향후 내추럴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NUI), 텐져블

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 TUI), 오가닉 유저 인터페이스(Organic

User Interface, OUI) 등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o NUI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반으로 손가락․팔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작

인식, 혀 움직임을 통한 기계 제어 등 인간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인터페이스의 총칭

- 현재 닌텐도 Wii와 같은 기기를 부착하여 인식하는 방법과, 홀로그램을 통한 인식

기술 등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아무장치 없이 인간의 동작을 인식해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지각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최근에는 멀티 터치 기술의 대중화, 동작 감지 기술의 대중화, 컴퓨터 비전 기술의

대중화 등을 통한 Natural User Interface(NUI)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사용자 시각, 촉각, 청각 등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감각 전달이 가능하며,

인식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하드웨어와의 감성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로

멀티터치, 동작감지, 컴퓨터 비전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

o OUI는 사물 표면이 마치 생물체피부와 같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등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확장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Rekimoto(2008)는 마우스로 대표되는

전통적 UI와 OUI의 차이점을 메타포를 지적하고 전통적 UI 메타포는 도구

(tool/stone)이지만 OUI 메타포는 표면(skin/membrane) 개념으로 정의

- 제품의 표면을 통한 상호작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과 유사하며, 기존의 UI에 비해 감성적이며 소통 지향적

- 특히 동적인 오가닉 인터페이스(Kinetic Organic Interface, KOI)는 정보의 구체화나

소통을 목적으로 물리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OUI로 정의가 가능하며, 일상 생활

환경과 제품에 무리 없이 적용되어 직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랙션 패러다임과 차별화

- 움직임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 운동감각(kinesthetic)의 다양한 지각을 자극

하여 보다 풍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

o TUI는 일상적인 환경 안에 있는 물리적 물체의 상태를 사람과 디지털 정보 사이

인터페이스 인간의 다양한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을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등 사람과 디지털 정보 사이 상호작용 품질을 향상 시키고 범위를 확대

- Interactive surface : 건축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표면적인 것들을 물리적 세계와

기상의 세계 간을 연결 짓는 인터페이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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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pling of Bits and Atoms : 원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의 일상적인 물체들을

디지털 비트 정보와 연결시켜 주는 것

- Ambient Media : 소리, 빛, 공기의 흐름, 물의 움직임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인간의 주변감각을 적극적으로 인터랙션에 이용

* 출처 : http://fistswithyourtoes.blogs.com/fistswithyourtoes/2007/05/index.html

<그림 18> 아동을 위한 TUI

□ 터치스크린 기반 UX를 넘어 감성인터페이스의 첫 단계 감성 인식 기술로 감성

신호 측정기술, 얼굴 및 표정 인식기술, 음성인식 기술 등이 향후 터치스크린

UX 기반 감성인터페이스를 대치할 것으로 기대

o 감성이나 또는 감성의 지속적인 상태인 기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레벨,

신경전달 속도 및 신경시스템의 활동 상태 등을 측정하고 이를 계량화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구현의 현실성이 떨어지며, 인간의 감성시스템의 관찰로부터

얻은 감성이나 기분이 갖는 속성들을 바탕으로 컴퓨팅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

으로 가능

- 웨어러블 컴퓨터는 천이나 보석의 형태로 신발, 모자, 안경 등 액세서리에 부착되어

착용자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로서 센서 등 도구를

장착하여 감성신호 인식에 활용

- 심박 수, 체온, 피부반응 상태 등의 생리적인 신호를 통하여, 사용자 감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건강상태, 요구 시스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융합기술로의 발전 가능

o 얼굴 및 표정 인식 기술은 신분증명, 보안 시스템, 인사 자료 등의 광범위한 응용

분야가 있으나 인식 환경이나 인식 대상의 가변성의 문제점을 내포

- 표정에서 내적 감성 상태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영상영역과 심리영역을

연결하는 해석 체계가 필요하며, 최근 얼굴 및 표정인식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정인식 기법과 모형 개발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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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인식 기술은 지형적 특징요소기반 방법, 형판정합 기반 방법, 주성분 분석방법,

Gabor Wavelet 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표정인식 연구방법이 진행 중

- 최근 환경변화에 강인한 인간 얼굴의 인식 방법과 표정 변화에 따른 인상의 감성을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 중

o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정보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과 글을 처리하기 위한 생체인식 기술의 한 분야로 음성

신호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글자나 문장으로 나타내기 위한 기술

- 음성인식 기술은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요소로서 선진국 연구기관

등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주요 유망 기술로 선정되고, 기술개발 및 음성

DB 자원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

- 1990년대 후방 음성인식은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반기술로 등장하여 IT 분야의 중요

이슈였으나, 인식률이 크게 뒤떨어져 상용화시키기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꾸준한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된 기술을 통해 현재 한국어 기준 95% 이상의 인식률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

- 사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자가 학습 기능을 탑재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개발됨

으로써 장애인, 사투리, 목소리가 특이한 사람의 음성 인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음성

인식 기술은 터치 다음 세대의 가장 유력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주목

- 주어진 단어나 문장을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한 음성합성(Text To Speech) 기술과

화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화자인식 기술(Speaker Identification) 등으로 구분

- 음성을 통한 감성인식 기술은 같은 음소라도 포함된 감성에 따라 그 음소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며, 그 법으로 MLB(Maximum Likelihood Bayes), KR(Kernel

Regression), KNN(K-Nearest Neighbor) 분류기 등 기본적 패턴 인식을 활용

□ 미래에는 터치스크린 기반 UX를 넘어, 웨어러블 컴퓨터, 뇌-기계인터페이스

(brain-computer interface), 피부, 뇌,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에 장착 및 이식한 형태로

인간의 신체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형태 보편화 예상

o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빠른 속도로 킬러 어플리케

이션으로 진화하였고, 차세대 컴퓨터 플랫폼으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부상이 예측

- 웨어러블 컴퓨터는 유비쿼터스의 4단계인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형태로

사용자에게 디지털 장비가 부착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의복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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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과정

- 모토로라와 소니가 손목시계 모양의 안드로이드 기기, 나이키 팔찌도 각각 스마트폰을

보조하거나 사용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등의 웨어러블 컴퓨터를 개발

- 최근에 Google은 트랙패드에 의해 제어하고 실시간 정보확인, 문자전송, 길찾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Project Glass를 통해 새로운

UX 제공 가능성을 시사

<그림 20> 각종 웨어러블 컴퓨터와 Google의 Project Glass

o Bio-Acoustic Sensing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두드릴 때 발생하는 상이한 주파수를

디지털화된 전자기기의 명령으로 변환하여 디바이스를 실행하는 기술

- 팔의 특정 부위를 터치할 때 생성되는 소리를 인식하여 조작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Microsoft의 ‘Skinput'이 대표적인 예

* 출처 : http://www.psfk.com/2010/03/skinput-touch-sensitive-skin.html

<그림 21> Bio-Acoustic Sensing을 이용한 디바이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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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뇌파를 통해 컴퓨터를 제어하는 차세대 인터

페이스의 유력한 대안으로 Brain Computer Interface 등장

- 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여 뇌신경신호를 실시간 해석,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변조시켜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침습 및 비침습적 기술로 뇌신경계로

부터의 신호를 측정, 분석하여 컴퓨터 또는 외부기기를 제어하거나 사용자의 의사,

의도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기술

- 뇌과학은 21세기 최후의 과학으로 언급되는 등 의학·공학 분야 및 마케팅·교육·인공

지능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척추 및 언어 장애인, 뇌훈련, 뉴로 마케팅 등의 기술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출처 : http://blp.korea.ac.kr/board/?document_srl=212

<그림 22>Brain Computer Interface를 이용한 언어인식

□ 최근 주요 제품의 인터페이스 개발 동향

o (스마트폰) Apple i-phone은 UX를 적용한 iOS6를 선보이며 사용자를 고려한 감성

인터페이스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삼성 등과의 경쟁 구도가 심화에 따른

UX 기반 감성 인터페이스를 적용은 경쟁의 필수요소로서 부각

- Apple의 iOS의 발전 양상을 보면, 사용자 중심의 경험 요소 및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음

- 최근 Microsoft의 Windows8과 애플 社의 iOS6의 경우 기존의 PC,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등의 경계를 없애고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화하는 경향을 띄고 있음

- 특히 메트로 인터페이스의 경우 기존의 윈도우즈와는 달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PC, 모바일, TV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자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Hoppin 서비스의 경우 TV에서 시청했던 영상 부분을 자동 저장하여, 저장 지점을

모바일 기기나 PC에서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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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블릿 PC) Apple iPad를 모바일 디바이스 관점, Google은 PC의 연장선상의 관점

에서 인터페이스를 구성

- Apple은 iPad를 모바일 디바이스의 관점에서 iPhone과 동일한 UI/UX를 제공

- Google은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시대에 맞춰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인

PC에서의 UX을 태블릿으로 확대 적용하여 개인/사무용 PC와 연계하여 사용 환경에

좀 더 적합한 UI/UX를 제공하는 등 안드로이드 폰과는 다른 UI 방식을 채택

※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시대에 맞춰 단말기간의 연계성이 있는 UX 제공이 목표

<표 3> 최근 출시(예정)된 주요 스마트폰 UX 및 감성인터페이스 동향

제품 UI 특징

Apple

iPhone 4S

iOS 6

(업그레이드)

“보다 직관적이고 간편한 인터페이스”

- iOS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모토로 멀티터치 등 기존

스마트 폰에는 없었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UX 기술을 선도

- 가장 최근 제품인 iPhone 4s는 Siri라는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폰의 사용을 음성으로 인식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

- 애플의 인터페이스는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통해 감성 인터페

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UX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발전

삼성전자

갤력시S 3

터치위즈

“눈, 얼굴, 음성, 모션 인식으로 동작하는 인간중심 사용자 환경 구축”

- 스마트 화면 유지 기능 : 사용자의 얼굴과 눈을 인식해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화면 꺼짐을 방지

- S 보이스 : 진화된 음성인식 기능으로서 통화, 알람, 사진촬영

등의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가능

- 모션인식기능 : 메시지확인 후 얼굴에 대면 자동으로 통화 연결

되는 다이렉트 콜, 책상에 뒀던 기기를 손에 들면 진동으로 새로운

메시지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림 등 모션인식 기능을 탑재

팬택베가레이서2

FLUX 1.5

“한국어 지원 음성인식을 통한 인터렉션 ”

- 기존 i-phone에서 선보인 지능형 음성인식기능인 siri와 유사한

기능인 지능형 음성인식 기능인 스마트 보이스 기능을 탑재하여

음성을 통해 주요기능을 조작 가능

- 3D 모션 다이얼, 통화 중 알림기능 등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 제공

-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한 심플 스마트 폰

컨셉의 UI도 기본 탑재로 피처폰과 유사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배경화면을 통해 사용자 층 확대

LG

옵티머스

LTE2

옵티머스

UI 3.0

“단순 하지만 기본에 충실"

- 직관적이고 단순한 색상 중심 인터페이스 구성

- 음성인식 모션인식기능을 포함하되 비교적 단순한 기능구현에 중점

- 별도 애플리케이션 구동 없이 어떤 화면에서도 손가락만으로

메모가 가능

- 이전과는 달리 360도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해도 잠금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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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Google과 Apple의 태블릿 UI/UX 컨셉 비교

Google Apple

태블릿

컨셉
PC-labtop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디바이스

PC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디바이스

UX
사용자들에게게 익숙한

PC와 유사한 UX
모바일 디바이스 UX와 동일

홈스크린

컨셉
디바이스 별 최적화된

UX 추구

모든 디바이스에

일관된 UX 추구

UI
안드로이폰과는 다른

태플릿에 최적화된 별도 UI
iPhone과 동일한 UI

* 출처 : 최태식 외, Technology hot Issue 제 44호, 2011.

o (스마트 TV) 기존의 TV 수상기에 웹구동운영체제(OS)의 탑재하여 TV와 인터넷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다기능, 지능형 멀티미디어 단말기 기능을 수행하고, 화면 대형화와

고화질화를 통한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있음

※ 시장 조사기관인 ‘더 디퓨젼그룹’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전세계 스마트TV 보급대수는

4억3천7백만대에 달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26%인 약 1.1억대를 통해 시청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를 즐길 것으로 예측

<그림 23> TV의 진화

- 현재 스마트 TV시장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을 능가하였고,

사용자 감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기술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개발

-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다음 TV가 출시되어, 방송과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향후 소셜, 로컬, 검색 등 핵심 서비스 플랫폼을 N스크린 기반으로

강화하는 등의 유무선을 아우르는 멀티플랫폼 구축하는 등 UX 경쟁이 치열해 짐

- 2007년과 2009년에 Apple이 발표한 셋톱박스로 다양한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Apple

TV를 출시하였으며, Google은 2010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Sony와

Logitech을 통해 스마트 TV 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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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업체별 스마트TV 기능 비교

삼성 파나소닉 소니

You Tube YES YES YES

Face Book YES NO YES

Twitter YES YES NO

Skype NO YES NO

Pandora YES YES YES

Flickr NO NO NO

Picasa YES YES NO

Cinema Now YES YES COMING

Amazon Instant NO YES YES

Hulu Plus YES NO YES

- 삼성은 2010년 국내 최초로 DTV 일체형 모델을 본격 출시하여 독자적입 앱 스토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지상파 방송사 등과 제휴하여 IP기반

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

* 출처 : 황태익,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컨퍼런스, 2011

<그림 24> 삼성 TV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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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근 출시(예정)된 주요 스마트TV UX 및 감성인터페이스 동향

제품 플랫폼 주요 서비스 특징

Apple iOS
· 인터넷기반 VOD

· 일부 웹 콘텐츠

- 휴대성이 뛰어나며 인터넷 환경에서 장소에 구분이 서비스

제공 가능

- UI(User Interface)가 직관적으로 사용이 편리

- iTuens를 이용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서비스 제공

- iPhone을 이용한 리모콘 기능 제공

Google

(소니)

안드로이드

(리눅스)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

큐리오시티

출시)

· 실시간 지상파 방송

· 인터넷기반 VOD

· 웹 콘텐츠

- 스마트폰, 태블릿PC, Google TV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멀티스크린 구축 용이

- 기술적인 안정도와 품질을 주요 경쟁력으로 개발하던 SONY

역시 최근 Google과 연합하여, 스마트TV를 출시하며 다양한

사용자 감성을 고려한 기능을 포함.

- 쿼터 자판을 결합한 매직 리모컨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으로 제공하여 스마트 폰과 스마트 TV를 연동 하는

기술을 적용 했으며, 음성인식 등 사용자편의성을 고려

- 기존의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품질에 사용자 편의 기능을

더하여 경쟁력을 확보.

삼성
인터넷TV

(리눅스)

· 실시간 지상파 방송

· 인터넷기반 VOD

· 일부 웹 콘텐츠

-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TV 시장을 선도

-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인 초슬림 베젤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제공

-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TV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삼성의 스마트폰과 같은 UI를 제공하는 등 직관적인 인터

페이스를 제공

- 사람의 동작이나 음성, 얼굴까지 인식해 TV를 컨트롤하는

스마트 인터랙션 기능 제공

LG 넷캐스트 2.0

· 실시간 지상파 방송

· 인터넷기반 VOD

· 웹 콘텐츠

-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입력 장치를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 각 기능에 프리미엄 콘텐츠는 물론 앱 스토어, 처천 콘텐츠

등을 각각의 카드 형태로 한 화면에 배치해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게 사용

o (자동차)　운전이라는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

이스가 다양하게 개발 되고 있으며, 자동주행 등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인터페이스 개발이 가속화

- 북미 J.D. Power 차량 가 IQS3(Initial Quality Standard)에서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시계성 등의 인터페이스 평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차량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활발함

- 차량 멀티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기능의 제공과 차량의 지능화에 따른 운전자정보

시스템 시장 확대에 따라 화면설계와 시스템 컨트롤 조작기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그러나 스마트폰, TV 등과는 달리 주행이라는 운용환경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분산(visual distraction)에 대한 고려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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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국가)
컨소시엄 형태 수행기간

대상차량 및

자율주행 유형

주요 인터페이스

연구 내용

Cybercars2

(E.U.)

유럽 8개국

12개 기업 등
2006~2009

일반차량 대상

군집, 개별차량 자율주행

정보매니져를 통한 운전

환경과 운전자 행동 분석을

통한 상황에 적합한 인터

페이스 제공

HAVEit

(E.U.)

유럽 6개국

18개 기관
2008~2011

일반차량과 트럭 대상

개별차량 자율주행

Brake-by-Wire와 스캐너

시스템 등을 활용한 운전

자와 도로 모니터링 기술

Citymobile

(E.U.)

유럽 11개국

29개 기관
2006~

일반차량, 대중교통차량

개별차량 자율주행

운전자 시각분산 및 시야

확보, 사용성 향상 연구

SARTRE

(E.U.)

4개국

7개 컨소시엄
2009~2012

일반차량과 트럭 대상 군

집자율주행

시스템 운영 모드 변경에

따른 운전자 혼란 방지와

에러 방지

ITS-Safety

2010(일본)

운수성 정부

주도
1991~2010

일반차량 대상

개별, 대형차량 자율주행

통합형 조작패널, 사각지

대 카메라 등 새로운 인

터페이스 개발에 중점

<표 7> 최근 주요 자동차 인터페이스 동향

업체 특징

AUDI

- 현재 적용되어 있는 차량내부 터치패드를 개선한 멀티 터치 컨트롤 기술 아우디는 2013년

발표될 A3에 멀티 터치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발표

- 멀티 터치 컨트롤 시스템은 스마트 폰 연동, 개선된 HUD, 음성명령과 제스처 등을 지원

BMW

-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후방카메라, 네비게이션, 속도, 등)를 차량 앞유리 및 인사이드

미러에 영상으로 제공하는 HUD(Head Up Display)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상용화된

차량에 적용

BENZ

- 2013년 미러링크를 적용하여 차량과 스마트폰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고,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콘텐츠를 조작 및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 출시 예정

- 2012년 하반기 iPhone 인터페이스를 장착하여, iPhone 을 차량 내에 삽입 후 디스플레이,

조작계를 통한 콘텐츠 조작 및 표시 가능한 인터페이스 출시 예정이며, Facebook, Google

스트리트 뷰와 같은 앱 접속이 제공되며, Stitcher, 트위터, 판도라, Aupeo등의 앱도 추가 예정

기아

- HUD(Head Up Display)를 탑제한 K9차량을 출시하였으며, K9의 HUD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 표시내용인 차량속도, 각종 경고 아이콘 표시기능은 물론,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과 Turn-by-Turn 내비게이션, 후측방 경보, 웰컴/굿바이 그래픽

등 보다 다양한 정보와 차량에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제공

- 또한 차량 인터페이스의 경우 지능형 자동차를 넘어 미래 안전과 운전자 여행 품질

향상을 위한 자동주행을 고려한 프로젝트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과제 내에 운전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최근 진행

<표 8> 주요 자동주행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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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성 캐릭터 애니매이션)　일방적인 시청만을 하던 애니매이션과는 달리 사용자의

반응과 행동을 인지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애니매이션으로서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

※ 현재 표정 및 얼굴인식에 의한 신호처리와 음성인식, 음성통제 등의 학습, 합성, 추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인간에 가까운 완전한 감성지능형 컴퓨터 기술은 아직 미흡

<표 9> 최근 출시(예정)된 주요 감성 애니메이션 UX 및 감성인터페이스 동향

제품명 사진 주요 인터페이스 특징

OZ프로젝트

- Carnegi Mellon 대학의 감성 추론에 대한 연구로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성을 생성

- Oz라는 가상환경에서 감성을 생성하는 Oz프로젝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아바타와 같은 자율적인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인 Tok 구조를 제안

ALIVE

- MIT 미디어 연구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비전 기술과 행동 양식

모델을 합친 가상현실시스템

- 행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극을 알아내고 자극에 의한 값을 적용

하는 것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후로 모델링하는 부분, 적용행

동을 결정하는 룰 등의 부분으로 구현

Swamped

- 감성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합성 캐릭터

- 생물은 생명유지의 본능적 감성에 따라 학습, 진화한다는 생각

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설계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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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 관련 정책과 R&D 추진 현황 분석

제 1 절 중장기계획 및 전략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중장기계획 등에 감성인터페이스와

UX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재하나, 검토 결과 UI, 사용성, 상호작용 등 관련 분야

기반 및 원천기술, 시스템 개발 등이 아래 5개 분야 정책에 일부 포함

o (융합기술 분야) 국가융합기술분야 발전기본계획은 고위험․혁신적 연구분야에 인간

기능 생활지원 로봇 개발 등과 인지과학분야 지원 내용을, IT융합확산전략은 미래형

감성 제품 시장창출을 위한 감성융합 ICT 원천기술 개발을 포함

o (디자인 분야) 제4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과 디자인산업육성 종합계획 등에서 UI

및 사용성 분야 디자인 원천기술로드맵 수립과 미래지향적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UI 등 디자인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디자인 기반기술 발굴 내용을 포함

o (산업기술 분야)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청정제조기반 생산기반 시스템,

로봇,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소프트웨어, 컴퓨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개발 및 UI, HMI, 인터렉션 개발 내용을 포함

o (문화기술 분야) 문화기술R&D기본계획은 영상 및 뉴미디어, 가상현실 및 융복합

분야 콘텐츠 개발을 있으며, IT융합확산전략과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은 각각

혁신적 융합인재와 창의성․감성이 결함한 문화기술인력 양성 계획을 포함

o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기본계획에 스마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원천기술, 스마트

생태계 조성,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UI/UX 원천 및 플랫폼기술 개발과

UX 디자인 스쿨 신설('12.6)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

□ 그 외 최근 iPhone 출시 이후 UI/UX의 관심에 따라 감성ICT 산업 아웃룩과 대한

민국 산업․기술비전2020(지식경제부) 등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등이

제시

o 감성ICT산업 아웃룩에서는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R&D 지원확대 및

산학연관 범부처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산업기술 비전 2020에서는 융합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디자인 역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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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감성인터페이스 및 UX관련 우리나라 정책 추진 현황

계획명

(주관부처, 획기간)
주요 감성인터페이스 및 UX 관련 정책

융

합
기

술

분

야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합동, 2009~2013)

․미래 신생분야 고위험․혁신적 기초 융합연구 : 생체모니터링을 위한 센싱기술

개발,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개발 등

․삶의 질과 미래환경 향상을 위한 융합 신기술 개발 : 인간-인공물 간 교감
극대화를 위한 인지과학 육성(다중오감 상호인지분야 등 개발) 등

․창의성, 감성이 결합한 문화기술(CT) 전문인력 양성

IT융합확산전략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합동, 2010~2015)

․미래형 감성 제품 시장창출을 위한 감성융합 ICT 원천기술 개발

(예 : 감성 센싱․인지기술, 감성교감 통신기술, 감성지능 플랫폼 기술 등)

․장기적으로 파격적 교과과정, 창의적 연구 환경을 갖춘 한국형 MIT 미디어랩을
신설하여 혁신형 융합인재 배출

디

자
인

분

야

제4차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지식경제부, 2008~2012)

․UI/UT 분야 디자인 원천기술로드맵 수립 관련

- 표준적 사용성 Test DB 구축, 차세대 UI엔진 개발
- 디자인 성과측정 계량화 모델 개발

- 지능형 감성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디자인산업육성

종합계획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합동, 2010~2015)

․미래지향적 디자인 생태계 조성

- UI등 디자인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디자인 기반기술을 발굴

대한민국

산업기술 비전2020
(지식경제부,

2011. 11)

․뇌신경-IT 융합, u-Health/Smartcare/의료로봇 등 융합신산업의 2020년 성공적
육성을 위한 기반분야로 디자인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사용자 감성과 경험에

호소하는 고차원적 사용자 친화적 제품 개발

산

업

기
술

분

야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지식경제부,

2009~2013)

․수송시스템 자동차분야 : 고안전지능형 자동차 및 인간친화적 HMI에

기초한 Interactive 시스템 개발

․로봇분야 : 교육, 게임오락, 감시정찰, 실버, 교통수송, 수송 로봇 등 개발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분야 :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분야 실감/감성형

홈서버(실감/감성/에너지인지형 홈서버 개발), 지능형 융합단말(인간친화적 지
능형 융합단말기술 및 감성/맞춤형 휴먼인터랙션 기술 개발)

․SW분야 : 다기능 고효율화 단말 플랫폼 및 차세대 UI엔진 기술개발

․컴퓨팅 분야 : Human-Centric Computing(활용시나리오 발굴 등을 통한 서비스
지향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상황인식을 통한 지능형 컴퓨팅 시스템, 인간

친화형 UI 및 기기 아이디어 발굴)

감성ICT 산업 아웃룩
(지식경제부, 2011. 3)

2020년 감성ICT 산업 글로벌 No. 1을 목표로

․감성ICT 핵심기술 선제적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산발적 R&D 연계 통합추진 및
단계적 투자확대 추진

※ 촉각, 음성, 상황인지 등을 통한 감성 인지추론 핵심기술 R&D 확대 추진

․범정부 산학연관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전략 마련

문

화

기
술

분
야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08~2012)

․영상․뉴미디어 분야 : 차세대 대화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확보

․가상현실 분야 : 체험형 모바일 혼합현실, 다중실감 공간구현, 산업

적용형 가상현실 등 개발

․융복합 분야 : 감성, 체감, 실감 키워드의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방

송

통
신

분

야

방송통신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11월 수립)

․(스마트워크 활성화) 실감형 영상회의, 3D 기반 협엽, 이용자 편의개선 UI/UX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편리한UI(음성 동작인식), 지능형 검색, 증강방송, 양방향

광고기능을 갖는 차세대 스마트 TV, 무안경 3D UHDTV 등 유망미디어 기술 개발

․(혁신적 스마트 생태계 조성)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UI/UX 등 소프트
웨어 플랫폼 강화 전략 수립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생활속 불편함 해소를 위한 UI/UX 수요조사와

관련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집중투자분야 선정 및 기술개발 추진(시선추적, 뇌
파기반, 제스쳐 기반 등 ‘12.1월까지 수행기관 선정 추진)

․기타 청년희망 창의 일자리대책(‘12.5)를 통해 모바일 UI/UX 인력 470명

(’12~‘14)을 목표로 UX 디자인 스쿨 을 신설(’12.6), 금년 100명 인력양성을 진행

* 출처 : 각 계획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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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성ICT 산업 발전방향

구분 발전 방향 진화 동인

모바일

기기

음성․SMS 터치테인먼트 감성통신모바일

PC

단일 모달리티 제스처 인식 감성인지 컴퓨팅

디지털TV
․

디스플레이

고화질․대형화 3DTV․스마트TV 감성웰라이프TV

자동차

전자제어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감성자동차

테러피

음향 테러피 라이트 테러피 감성 테러피

신변보호

신변보호 제품 모바일 신변보호 감성보디가드

콘텐츠
(미디어)

멀티미디어 실감미디어 감성미디어

　 * 출처 : 감성ICT 산업 아웃룩-인간 중심의 산업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지식경제부,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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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R&D 추진 현황 분석

□ 2010년 정부R&D 투자 가운데 UI/UX/감성 관련 투자는 총 177개 과제에 정부

R&D예산 0.4%인 539.3억 원 수준으로 4개부처가 UI 관련분야 R&D를 지원하였

으며 과제 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93개, 지원규모는 지식경제부가 296.4억 수준으로

가장 많음

※ 본 이슈페이퍼의 자료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과제정보로 분류 및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부R&D 투자현황은 본 이슈페이퍼 발간 시점에서 2010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임(BK21 등 장학금

지원사업, 기타 UI 컨설팅 과제, 지자체 매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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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부처별 UI 관련 정부R&D 투자 현황(2010년)

o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에 80개 과제 87억원 규모를 지원하여 과제수로는 86%, 예산

지원 규모는 50%를 차지하는 등 대학지원 과제수의 비율은 높으나, 출연연은 12개

과제 84억 규모로 예산규모의 48%, 과제당 연구비 7억 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큼

- 대학교수 대상 기초연구능력 배양 등 위해 bottom-up 형태로 연구주제선정 지원하는

일반 및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관련 과제가 전체 사업의 61%인 57개이나 투자는 37.5

억 원인 21.6% 차지하며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0.66억원 수준

- 글로벌 프론티어, 21세기 프론티어, 뇌과학원천기술, 미래기반기술 등 특정 목적 대형

사업 관련 17개 과제에 60.5억을 지원하였으며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

- KIST, 국가수리과학연구소, DGIST 등의 기관고유 과제, 선도연구센터 및 WCU 등 우수

연구 대학에 16개 과제 10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6.2억원 수준

o (지식경제부)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소에 16개 과제 170억여 규모인

전체 57%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에 14개 과제 68억여 원(23%), 대학에 13개 과제

53.4억여 원(18%)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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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기술력향상 사업, SW․컴퓨팅/지식서비스․USN기반/정보통신미디어/산업

융합기술/로봇/디지털 콘텐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 등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관련 과제에 전체 투자의 73% 수준인 214억 원을 투자

- 기타 지역R&D 지원 사업(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및 지역전략산업육성 사업, R&D

특구육성), QoLT,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및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 등에 관련

과제가 포함

o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21개 과제 31.7억을 지원하여 전체 과제건수의 66%, 전체

예산 지원 규모의 91% 수준을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을 수행

- 중소기업 주관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1.5억 원 수준이며, 22개 가운데 16개 사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기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2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2개) 등을 통해 지원

- 나머지 9개 과제는 대학주관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기타 중소기업R&D 기획

역량관련 과제가 수행 중이며, 과제당 연구비가 평균 2,900만원 수준의 소액과제임

o (문화체육관광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과제를 지원

- 관련 과제수는 4개이나 예산지원 규모는 34억 원 규모로 특히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정부지원규모가 15억원 규모의 UI 관련 분야 대형

과제임

- 나머지 스마트 음성인식과 Hybrid TTS 및 인공지능이 융합된 랭귀지 프리토킹 엔진

기술(기업, 2.76억), 지능형 상호작용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학, 1.5억),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로봇의 동기화를 통한 감성형 콘텐츠 기술 개발(학, 4.8) 등도 타부처 과제

보다 규모가 큼

□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학이 105개 과제를 수행하여 과제수의 59.3%로

과제 수행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원규모는 연구소가 242.16억 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44.9% 수준으로 가장 높음

o 과제수/지원규모는 대학 105개(59.3%)/159.31억원(29.5%), 기업 37개(20.9%)/105.3억 원

(19.5%), 연구소 27개(15.3%)/242.16억 원(44.9%)로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연구소가

8.97억 원으로 가장 높고 대학이 1.52억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

o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수 대상 소액 과제가 많고 연구소는 전략적 과제 및

기관고유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연구소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가 대학의 6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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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산학연 별 UI 관련 정부R&D 투자 현황(2010년)

o 산학연 협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학협력 과제가 총 91개 51.4%, 지원규모는

122.74억 원인 22.8%로 가장 비율이 높음

- 과제수로는 산학협력 다음으로 산산협력이 24개인 13.6%, 협력 없이 연구책임기관

단독 과제추진이 19개인 10.7% 순이나, 지원규모는 산연이 11.78억 원인 20.7%, 산

학연이 94.44억 원인 17.5% 순으로 연구소 지원규모가 타주체보다 큰 것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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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산학연 협력 유형별 UI 관련 정부R&D 투자 현황(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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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 단계 과제가 67개(37.9%) 지원규모가 208.02억 원(38.6%)으로

과제수행 건수 및 지원규모가 가장 높고, 기술수명주기 별로는 도입기 단계 과제수가

82개(46.3%), 성장기 지원규모가 233.89억 원으로 각각 46.3%, 43.4%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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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연구단계, 기술수명주기 별 UI 관련 정부R&D 투자 현황(2010년)

o 연구단계 별로는 기초연구 과제 수 65개 지원규모 128.77억 원에 비해 응용 및 개발

연구 과제수는 103개로 기초연구의 1.6배, 지원규모는 401.06억 원으로 3.1배,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응용 및 개발연구는 3.8억 원으로 기초연구 1.98억 원으로 2배 수준임

o 기술수명주기별로는 도입기와 성장기 과제 수가 156건인 88.1%, 지원규모도 465.33

억 원으로 86.3%를 차지하는 등 2010년 기준 UI 관련기술의 도입과 성장에 정부

R&D 지원의 집중

o 위의 데이터를 연계하면, 우리나라 UI 관련분야 정부R&D 지원은 연구단계별로는 응용

및 개발연구에 집중하면서 기술수명주기별로는 도입기 및 성장기 기술에 집중된 미스

매치 현상이 발생

□ 기술분야 별로 살펴보면, Action Detection 분야 과제수가 37개로 20.9%, 지원규모도

149.89억 원인 27.8%로 가장 지원 비율이 높으며, Speech, Multimodal Interface,

Biosensing 분야가 유사한 비율을 차지

※ 현재까지 명확한 UI 분야 기술 구분이 부재하므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상호 배타적이진 않으나 최근

Garner에서 제시한 기술구분을 기반으로 multimodal interface 분야를 추가하고 기타 분야를 세분화 하여 분석

o 우리나라의 뒤늦은 2009년 11월 iPhone 출시, 스마트 폰의 보편화 등에 따른 touch,

multitouch/haptics 등 입력장치 관련 기술 중요성 향상에 따른 action detection 관련

R&D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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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artner의 UI 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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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기술분야별 UI 관련 정부R&D 투자 현황(2010년)

o 터치를 대치할 차세대 유망 인터페이스 기술인 음성인터페이스, 두 가지 이상의

modality가 함께 이용되는 multimodal interface, brain-computer interaction과 인간 생체

신호를 활용한 인터페이스인 biosensing 분야의 정부R&D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

o 이와 함께 Gartner의 UI 분류 이외에 정부R&D 투자는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툴

개발 등이 20여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인간의 감성과 인지 특성 파악을 위한 과제도

19건이 수행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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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터페이스 유형별 설명>

대분류 소분류 설명

Action

Detection

Touch,

Multitouch

터치스크린, 터치패드가 동시 여러 개의 터치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술로

하나의 터치 포인트 인식 보다 다양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며, 현재 정전식

터치 기술이 적용된 터치패드, 터치스크린에 주로 적용

Haptics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터치스크린 등 사용 시 촉각과 힘,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

Gestures
사용자의 특정 신체동작을 시스템 입력정보로 활용하는 기술로 일반적

으로 얼굴과 손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Behavior

Recognition

사용자의 복잡한 동작기반의 입력으로 동작 혹은 촬영되는 영상 등의

몸동작을 통해 사람이 도움에 필요한지 위험에 처해 있는지 등에 대한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로 보안 및 의료 등에 활용이 가능

Tangible

User

Interfaces

마우스가 아닌 사람의 손이나, 다양한 물체, 도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만지고, 선택하고 조작하는

실제 환경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작하는

동시에 사용자 몰입 극대화가 가능

Eye Tracking
사용자 눈의 움직임(깜빡임), 방향 및 시선 등을 감지하여 기기를 조정

혹은 동작하는 기술

Speech

Control by

Speech

사용자가 명령하는 음성 명령의 인식과정을 통해 기기를 혹은 동작하는

기술

Speech

Recognition

컴퓨터가 음향학적 신호를 텍스트로 맵핑하는 과정으로 전화나 마이크

등을 통해 입력된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단어집합 또는 문장으로

전환하여 명령과 제어, 데이터 입력 등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말, 행동, 필기 등을 통해 기기를 조작하는 자연

스러운 인터페이스

State of

Mind

Emotion

Detection

음성, 얼굴표정, 촉각, 온도, 생리학적 신호, 뇌파 등을 센서기술을 활용

하여 사용자의 추상적인 감정을 디지털 코드로 해석하는 기술

Mood

Recognition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을 인지하는 인터페이스

Affective

Computing

사람의 감정을 인지, 해석, 처리, 표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들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

Human -

Computer

Hybrids

Human

Augmentation

IT기술과 신경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을 통해 주의·

기억·학습·이해·시각·결정에 대한 한계 정보처리 병목을 조절하는

기술로 신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기술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신체기능을 높이는 기술로 범위가 확대

Wearable

Computers

사람이 옷과 같이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말하며, 현재 손목시계 팔

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안경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진행

Bio

sensing

Bio Acoustic

Sensing

신체의 일부를 두드릴 때 각 부분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가 발생하는

데 이를 디지털화 된 전자기기의 명령으로 변환하여 디바이스를 실행하

는 기술로 팔의 특정 부위를 터치할 때 생성되는 소리를 인식하여 조작

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Microsoft의 ‘Skinput'이 대표적인 예

Computer-

Brain

Interface

사용자 의지에 의해 생성되는 뇌의 신호를 뇌에 이식된 전극이나 착용한

모자, 헬멧 등으로 인식하여 기기를 구동하는 명령어로 활용하는 기술

Biometric

Sensing

기존 시각, 청각 중심에서 망막, 홍체 지문, 생체신호, 촉각 등 신체에

내재된 개인 생체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기기와 인터페이스하는 기술

* 출처 : Angela McIntyre, iPad and Beyond : What the Future of Computing Holds, Gartner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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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우리나라 기술, 특허, 논문 수준 분석

제 1 절 기술수준 분석

□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

된 90개 중점과학기술 가운데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 차세대 HCI기술이 포함

※ 델파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성장모형을 적용,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 매 2년마다 KISTEP에서 조사

o 2010년 상기 분야의 최고기술 보유 국가는 미국으로 궁극기술 수준대비 79.6%,

우리나라는 궁극기술 수준대비 63.3%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약 79.9%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격차는 4.2년 수준

- 차세대 HCI기술 상위기술인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기술수준 대비 84.8%, 기술격차 3.0년으로 차세대 HCI기술은 상위

분야보다 기술수준과 격차가 낙후되어 있는 실정

o 세부기술별로 살펴보면,

- 감성기반 인터렉션 기술은 76.9%, 혼합현실 정합 및 인터렉션 기술은 77.5%, 혼합

현실 영상렌더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은 84.4%, 음성언어정보처리 기술은 81.0% 수

준이며, 각각의 기술격차는 4.2년, 3.5년, 3.6년, 5.7년임

- 2008년 대비 2010년 세부기술들의 기술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혼합현실영상

렌더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음성언어정보처리 기술의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HCI기술이외에도 지능형자동차 HMI 분야, 뇌연구 분야의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감성인터페이스와 연관된 기술임

o 지능형자동차 HMI 기술은 세계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수준 및 격차가

2008년 71.2%와 6.7년에서 2010년 75.3%와 5.4년으로 줄어들었으나, 뇌-기계 인터페

이스 분야는 2008년 54.2%와 7.3년에서 2010년 48.1%와 12.6년으로 상당히 벌어짐

- 2010년 일본과 E.U. 수준이 각각 미국과 동등한 97.7%, 96.2%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관련 기술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두 개의 기술 모두 상위 중점과학기술 전체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미래의 중요 인터페이스 형태임에도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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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리나라의 차세대 HCI 분야 기술 수준

중점과학기술

국가

궁극기술수준

(100%) 대비

기술수준(%)

궁극기술수준

(100%) 달성

소요시간(년)

세계최고

기술수준국

(미국, 100%)

대비기술수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년)
분

야

명

세부기술

‘08 ‘10 ‘08 ‘10 ‘08 ‘10 ‘08 ‘10

차세대

HCI기술

한국 57.7 63.6 15.7 14.2 76.3 79.9 4.5 4.2

미국 75.6 79.6 11.2 10.0 100 100 - -

일본 60.0 71.4 13.3 11.9 89.9 89.7 - -

중국 45.3 51.0 19.0 18.1 59.9 64.1 - -

E.U. 69.6 73.3 13.2 11.9 92.0 92.1 - -

전

기

전

자

통

신

분

야

1. 감성기반

인터렉션 기술

2국 53.8 60.0 16.6 13.8 72.4 76.9 5.1 3.5

미국 74.4 78.0 11.6 10.3 199 100 - -

일본 68.0 71.3 13.0 11.6 81.5 91.4 - -

중국 41.4 47.9 19.6 16.6 55.7 61.3 - -

E.U. 66.0 70.9 13.8 12.0 88.7 90.0 - -

2. 혼합현실

정합 및

인터랙션 기술

한국 47.4 58.3 16.8 16.3 67.2 77.5 5.1 3.7

미국 70.5 75.2 11.7 12.6 100 100 - -

일본 61.4 65.9 13.8 13.8 87.0 87.7 - -

중국 34.8 43.9 21.0 22.3 49.3 58.4 - -

E.U. 67.5 71.7 12.9 13.9 95.7 95.3 - -

3. 혼합현실

영상렌더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한국 63.0 68.5 13.6 12.3 81.8 84.4 3.2 3.6

미국 77.1 81.1 10.3 8.7 100 100 - -

일본 70.0 74.7 12.5 10.3 90.8 92.1 - -

중국 46.3 53.1 17.2 15.5 60.1 65.6 - -

E.U. 71.0 76.0 12.8 10.3 92.1 93.9 - -

4. 음성언어

정보처리기술

한국 65.6 68.0 15.8 14.0 81.8 81.0 4.6 5.7

미국 80.2 84.0 11.2 8.3 100 100 - -

일본 72.2 74.0 13.7 11.5 90 88.1 - -

중국 57.9 59.0 18.4 17.5 7.22 70.2 - -

E.U. 73.4 74.8 13.4 11.3 91.5 89.0 - -

지능형 자동차

한국 58.8 63.9 14.3 12.5 77 80.8 4.8 4.2

미국 76.1 78.3 9.3 8.5 99.6 99.0
일본 75.9 78.7 9.8 8.3 54.3 62.8
중국 41.5 49.7 19.7 15.9 100 100
E.U. 76.4 79.1 9.5 8.3 71.2 75.3

기계

제조

공정

분야

HMI 기술

한국 51.7 57.3 17.9 14.5 71.2 75.3 6.7 5.4

미국 72.6 76.0 11.2 9.1 100 100 - -

일본 66.1 74.3 13.4 9.6 91.1 97.7 - -

중국 33.4 47.5 25.8 19.0 46.0 62.5 - -

E.U. 60.1 73.1 15.8 10.8 82.7 97.7 - -

뇌질환 연구 및

뇌질한 진단

치료기술

한국 47.9 44.8 22.0 21.9 66.5 66.4 8.9 8.6

미국 72.0 67.5 13.1 13.3 100 100

일본 58.2 55.3 17.1 16.8 80.8 81.9

중국 42.6 38.7 22.0 24.9 59.2 57.3

E.U. 60.7 58.5 15.4 16.4 84.4 86.7

의

료

분

야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한국 32.3 26.3 18.4 28.7 54.2 48.1 7.3 12.6

미국 59.7 54.7 11.1 16.1 100 100 - -

일본 45.3 40.4 12.0 20.3 76.0 73.9 - -

중국 29.9 20.9 18.1 35.4 50.1 38.2 - -

E.U. 51.1 42.9 13.6 20.8 85.6 78.5 - -

* 출처 : 2010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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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Samsung(KR) 24 Samsung(KR) 9 Samsung(KR) 9 Sony(JP) 5

2
한국전자통신

연구원(KR)
16 Sony(JP) 6 Sony(JP) 7 Microsoft(US) 4

3 LG(KR) 11 Microsoft(US) 5 Toyota(JP) 7 Apple(US) 4

4 SK(KR) 9 IBM(US) 5 Sharp(JP) 6 Samsung(KR) 3

5 Sony(JP) 4
한국전자통신

연구원(KR)
4 NTT(JP) 5 Qualcomm(US) 2

6
전자부품

연구원(KR)
3

Knoa

Software(US)
3 Apple(US) 5 Canon(JP) 2

7 팬택(KR) 3
Sun Micro-

systems(US)
3 Canon(JP) 4 메디슨(KR) 2

8 연세대학교(KR) 2 Autodesk(US) 3 NEC(JP) 4 NEC(JP) 2

9 지큐소프트(KR) 2 NEC(JP) 3 Hitachi(JP) 3

10 블루비스(KR) 2 Apple(US) 2 Matsushita(JP) 3

제 2 절 특허 및 논문 동향 분석

□ (특허) ‘95~’09년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 특허는 한국이

전체 출원의 37%, 미국 27%, 일본 24%, 유럽 12% 순으로 한국에 출원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1) 실감형 GUI 엔진 기술분야, (2) 실감형 GUI 컴포넌트 기술분야, (3) 실감형 GUI 개발을 위한

SDK 기술 분야, (4) 개인감성수집 및 표출을 위한 스마트 에이전트 엔진 기술분야, (5) 인터렉티브

미디어 응용기술 분야 등

※ 본 절에서 제시한 관련 특허 분석은 특허청에서 2010.12월 발간한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단계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데이터를 활용 기술함

o 우리나라는 대기업 휴대폰 제조업체가 2003년부터 사용자 감성기반 서비스 제공

기술관련 특허를 집중 출원하고, 2008년부터 3D 콘텐츠의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기술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등 2003, 2008년을 기점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

- ‘10.11(출원년도) 기준 관련 기술 특허 출원 상쉬 15개 출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삼성(1위), 전자통신연구원(3위), LG(4위), SK(7위), 메디슨(14위) 등 5개 국내 기업

및 연구소가 포함

- 국가별 출원인 소속을 살펴보면 삼성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일본의 Sony도 자국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와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2> 전세계 국가별 주요 출원인(2010. 11.기준)

* 출처 :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특허청,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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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분야 특허의 총 출원인 수와 출원건수 변화를 3년 단위로 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특허 모두 출원인 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기본모델 상에

발전기에 해당되는 등 당분간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

- 기술분야별 출원비중은 인터랙션 미디어 응용기술 분야가 31%, 다음으로 개인감성

수집 및 표출을 위한 스마트 에이전트 엔진 28%, 실감형 GUI 엔진 기술 19%, 실감형

GUI 개발을 위한 SDK 14%, 실감형 GUI 컴포넌트 8% 순

- 기술분야별 출원비중은 인터랙션 미디어 응용기술 분야가 31%, 다음으로 개인감성

수집 및 표출을 위한 스마트 에이전트 엔진 28%, 실감형 GUI 엔진 기술 19%, 실감형

GUI 개발을 위한 SDK 14%, 실감형 GUI 컴포넌트 8% 순

o 전체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건수 상위 10위 출원인 소속 기관이 차지하는 출원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감성 분석 및 감성 표출 분야의 출원이 가장 높고 입체

포맷 지원분야, GUI 시뮬레이터, 스마트 에이전트 엔진 분야 출원은 미미한 수준

* 출처 :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특허청, 2010.12

<그림 31> 주요 출원인의 기술분야별 기술 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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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별로 특허의 원천성과 특허의 질적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

나라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미국은 특허 1건당 인용비와 피인용비 모두 높아 개량특허는 물론 다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용비와 피인용비가 모두 낮아 개량특허 중심의

발명에 주력하고 원천특허가 미미함을 알 수 있음

※ 특허 인용비가 높다는 것은 기존 특허를 참조하여 개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인용

특허비가 높다는 것은 선생특허들이 출원 시 많이 인용한다는 의미로 특허 기술력이 중요도가 높은 원천

특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미국은 기술의 질적수준과 시장확보력 모두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장확보력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특허가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피인용비)와 시장(패밀리 특허)의 확보가 높을수록 특허 시장성과

영향력이 높음을 의미

* 출처 :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특허청, 2010.12

<그림 32> 국가 간 특허 기술 영향력 비교 <그림 33> 국가별 특허의 질적수준과 시장확보력

o 관련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각 기술분야의 지재권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면, 입체

콘텐츠 지원 실감형 GUI 미들웨어, 입체 포맷 지원), GUI 개발 SDK, GUI 시뮬레

이터, GUI, 스마트에이전트 엔진 및 미디어기반 모델링 및 렌더링 시스템(AEA)

기술은 향후 R&D를 기본/표준/원천 특허의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나타남

- OpenGL|ES 기반의 GPU 가속, 컨버터) 및 미디어 기반 정보 해석 및 GUI 시스템)

기술은 소수의 선행 특허만 출원되어 해당 원천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한 상세히

파악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선행특허들에 포함되지 않는 미개발 기술분야 지재권을

확보한 후 크로스 라이센스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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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향후 특허 확보 전략

분야 관련 기술명 기술 선도국
특허장벽

(종합유사도)
지재권 확보 가능성

실감형 GUI 엔진

기술분야

입체 콘텐츠

지원 실감형

GUI 미들웨어

한국(KISTI 외) 낮음 원천특허 확보가능

입체 포맷 지원 한국(GIST)/일본(Caonon) 낮음 원천특허 확보가능

OpenGL|ES

기반 GPU 가속

한국(ETRI 외)/중국

(STMicroelectronics R&D)
보통

Cross Licensing

가능

실감형 GUI

컴포넌트 기술분야

실감형 GUI

컴포넌트
일본 (Sony) 보통

개량특허(회피)

확보가능

실감형 GUI 개발을

위한 SDK 기술

분야

GUI 개발 SDK 한국 (Samsung) 낮음 원천특허 확보가능

GUI 시뮬레이터 미국 (Qualcomm)/한국(앤츠) 낮음 원천특허 확보가능

컨버터
한국 (Samsung)/

일본 (Bunkiyou University)
보통

Cross Licensing

가능

개인감성수집 및

표출을 위한

스마트 에이전트

엔진 기술분야

개인감성 분석 한국(Samsung), 일본(Toyota) 높음
개량특허(회피)

확보가능

개인감성 표출 한국(Samsung), 일본(Toyota) 높음
개량특허(회피)

확보가능

GUI 한국 (엠클릭플러스) 낮음 원천특허 확보가능

스마트 이전트

엔진
한국(Samsung), 일본(Toyota) 보통

개량특허(회피)

확보가능

인터렉티브 미디어

응용기술 분야

미디어 기반

모델링 및

렌더링 시스템

한국(Samsung) 보통 원천특허 확보가능

미디어기반

정보 해석 및

GUI 시스템

한국(ETRI), 일본 (Sharp) 높음 Licensing

실시간 실감형

인터렉티브

시뮬레이션

시스템

일본 (Sharp 외) 높음
개량특허(회피)

확보가능

* 출처 : 스마트 디바이스용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특허청, 2010.12

□ (논문) CHI conference에 ‘81~’08년 발표된 논문 품질은 오스트리아 등 3개국과

10위 수준이나 상위국가와의 차이가 크고 논문편수도 14위 수준이며, 논문 품질

및 편수 상위 20개 기관에 우리나라 대학, 출연연, 기업은 전무한 실정

※ CHI Conference(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는 HCI 분야 최대 규모와

최고 권위를 가진 컨퍼런스로 매우 엄격히 발표논문을 선정(1992년 이후 full paper 선정률은 20% 수준)

o 우리나라는 저자 발표 논문 품질을 보여주는 h-index*는 6, g-index**는 3으로 세계

10위권이나 h-index는 일본의 약 1/6, g-index는 1/3, 논문 편수는 1/8 수준에 불과

* h-index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의 피인용 횟수를 이용하여 누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이전

까지 사용되던 총 발표 논문 수, 총 피인용 횟수, 문헌 당 피인용 횟수 등과 달리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등 최근 연구 성과 측정의 보편적 지표로 자리 잡음

** g-index는 다수의 논문보다 선별적으로 소수 논문을 발표해 인용을 많이 받는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가 받은 인용도 상위논문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논문수에

index 값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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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가별 CHI 논문 품질 및 편수 <표 15> CHI 논문 소속저자별 논문 품질 및 편수

국가명 h-index g-index 논문편수 기관 h-index g-index 논문편수

미국 137 27 3745.22 Palo Alto Res. Ctr. 57 9 130.88

영국 52 12 508.95 MIT 43 11 262.95

캐나다 52 12 406.48
Carnegie Mellon

Uni. 41 11 298.51

일본 35 9 260.48 Uni. of Toronto 35 8 118.04

스웨덴 22 7 142.00 Georgia Tech. 34 8 156.97

독일 19 7 177.18 Microsoft 34 8 153.75

프랑스 19 6 82.66
Uni. California

Berkeley 28 7 97.17

덴마크 18 5 60.09 Uni. Michigan 27 7 120.33

네덜란드 16 6 118.56 Stanford Uni. 27 7 110.02

핀란드 16 5 79.55
Uni. Colorado

Boul. 27 7 92.12

뉴질랜드 9 3 18.48 IBM Res. Watson 26 8 154.25

호주 9 4 49.38 Uni. Maryland 25 6 88.98

오스트리아 8 4 46.81 Uni. Calgary 19 5 34.47

스위스 8 3 25.84 Xerox 18 4 23.64

이태리 6 3 33.51 Uni. Washington 17 5 82.00

한국 6 3 33.03 IBM. Res. Almaden 16 4 36.31

아일랜드 6 2 19.85
Hewlett Packard

Labs 15 5 50.07

벨기에 6 3 18.57 Virginia Tech. 15 5 47.83

이스라엘 5 2 14.09 Apple Computer 15 5 42.06

인디아 2 1 12.48 Bellcore 15 4 36.63

* 출처 : Christoph Bartneck, Jun Hu, Scientometric Analysis Of The CHI Proceeding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2009), pp 699-708, Boston,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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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근래 IT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의 혁신적 UX와 사용자 감성요소를 포함한 인터

페이스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인 동시 시장경쟁

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이머징 기술로 기업과 정부R&D 추진의 화두로 등장

o Apple iPhone의 세계적 히트, 삼성․Apple의 UI와 UX 관련 특허 분쟁, 스마트폰,

스마트 TV, 지능형 자동차 시장의 성숙 등에 따라 기업은 사용자 UX와 감성이 반영된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인지 관련 조직의 독립과 위상을 강화

- H/W, S/W 사양 중심의 IT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의 기획 및 설계에서 최근에는

사용자 감성과 UX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H/W, S/W, 외관 디자인 등이

결정되는 등 개발 중심 요소와 절차가 변화

o 최근 정부는 산업기술비전 2020, 감성ICT 산업 아웃룩(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기본

계획(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격적 UX, 감성 인터페이스 산업육성 관련 향후 필요

성과 사업 추진 내용을 발표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

※ 2013년 련 기술의 세계시장 규모는 터치패널이 74억 달러(Display Bank, '10.2), 음성인식은 54억 달러

(SERI, '11.9) 등으로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전망

- 그러나 범정부차원 G7선도산업 감성공학과제('95~'02) 추진 이후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된 감성인터페이스와 UI 관련 정부R&D는 2000년대 이후 약 10년 간 모바일․

스마트 혁명과 인터페이스 산업 발전에 미흡하게 대응

- 관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민간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전문인력 및

원천기술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 중 최근 창조적 UX와 감성이

반영된 인터페이스 원천기술 보유 기업은 드문 실정

[참고] 감성인터페이스와 UX 정의

□ (감성인터페이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을 자극하여 제품, 서비스 등과의 교감을 통해 사용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키고

효율적,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관련 기술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험

과 기억 등이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요소임

□ (UX) 제품, 시스템, 서비스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동안 중단 없는(seamless) 사용자

접근성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감성적 상호작용으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IT 등 관련 기술발전에 따른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동적(dynamic)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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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기술 동향 분석, 정부의 중장기계획 및 전략, 우리나라 관련

기술, 특허, 논문 수준 등을 기존 문헌 등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향후

정부의 전략적 정책 추진이 필요

o (중장기계획 분석 결과) 현재 융합기술, 디자인, 산업기술, 문화기술, 방송통신기술

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4개 부처․1개 위원회 소관 9개 중장기계획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내용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등 R&D 효과성이 낮음

-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산업기술비전 2020, 감성ICT 산업 아웃룩은 구체적 전략이 미흡

하고, 방송통신 관점에서의 방송통신기본계획은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기존 중장기계획 등과 기술 분야 간의 연계는 미비

- 중장기 계획 가운데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제4차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문화기술R&D 5개년 계획 등 4개 계획은 '12 혹은

'13년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계획으로 차기계획 수립 시에는 최근 수립 비전 및 방송

통신기본계획 등과 기술과 분야 간 연계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계획 수립 시 마다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함

o (정부R&D 추진 현황 분석 결과) 관련분야 정부R&D 투자는 '10년 기준 177개 과제

539.3억 원으로 당해연도 전체 R&D예산의 0.4% 수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에서 고유미션에 적합하게 투자되었으나,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미래 인터페이스 분야 선로를 위한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부족

- 교육과학기술부는 bottom-up 형태의 대학교수 대상 소규모 지원 사업과 기초연구

관련 대규모 사업단 지원과 산하 출연연 기관고유 사업, 지식경제부는 산하 출연연 과

기업,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중심의 사업을 지원

- 기술분야 별로는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ction Detection과 터치 이후

주요 인터페이스 형태로 예상되는 Speech와 Multimodality 기술 관련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용 및 개발연구 단계의 투자 비중이 74.4%인데 비해 기초연구는

23.9%로 원천성이 중요한 본 분야의 투자 비중이 낮음

- 기술수명주기별로는 도입기와 성장기에 지원이 집중되는 등 해당 분야의 실제 시스템

적용을 위한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으나,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 과제수와 과제당

지원규모는 응용개발연구 과제수의 50% 수준으로 새로운 분야의 창출을 지원이 미흡

하는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확대가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의 응용개발 연구간 연계

채널이 미비하여 부처 간 성과 연계에 아쉬움이 있으며, 현시점 기술 경쟁을 넘어 미래

UX와 UI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을 발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연구개발 성과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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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월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따르면 UI/UX R&D 추진기금 예산을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에 포함하는 등 '12년 50억원, '13년 10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향후

UI/UX 분야 연계도 검토할 필요

- 이에 최근 설립된 감성ICT 산업협회(지식경제부), UI/UX 전문가 포럼(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부처 간 성과를 연계하고, 관련부처와 민간기업 등 공동으로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로드맵 및 정책 수립이 필요

o (기술수준 분석 결과) 관련 기술 가운데 혼합현실 영상 렌더링, 시뮬레이션, 음성언어정

보처리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술과 미래 핵심 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등은 '08년 대비 '10년 기술격차가 미국 등에 비해 점차 벌어지고 있음

- 특히 각 세부기술 분야 기술수준 및 격차는 상위 중점과학기술 및 분야 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H/W 및 S/W 중심의 기술개발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

- 또한 정부R&D 투자현황 분석과 같이 미래유망 기술보다는 단시일 내 활용 가능한 기술

중심의 R&D 추진에 따라 미래유망기술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특허 및 논문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특허 출원 비중은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특허의 원천성과 질적수준, 시장확보력은 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CHI에 한정된 분석이나 논문 품질 및 편수도 매우 미흡한 수준

□ 중장기계획 및 정부R&D 포트폴리오, 관련 기술, 특허, 논문 수준 분석 등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H/W, S/W 기술력에 비해 UX/UI 관련 기술력은 미비한 수준으로

근시일내 획기적 UX/UX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

o 첫째, 세계적 수준의 감성인터페이스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현재 관련부처 정책의 일부

혹은 단기적 전략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초․응용기술 개발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협력체 구성, 합동계획 수립 등을 통한 연계형 사업 추진과

정기적 실적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

- 감성인터페이스의 국가전략기술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시스템 및 기술 개발 로드맵에

추가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필요

- 특히 관련분야의 빠른 패러다임 전환과 신기술 등장, 막대한 시장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 차원의 시장 전망, 기술수요와 공급 전망, 기술예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련 기술 개발지원을 실시할 필요

※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전자정보통신분야 전망프로젝트 보고서를 연2회 발간하여

전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 연구개발과제와 추진 방법 등을 제시

- 5년 단위의 관련 중장기계획의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상기 전망 및 예측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감성인터페이스 및 경험산업 분야 변화를 수정 반영하여

효과적 계획 추진체제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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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제적 융합이 필요한 분야로 다양한 관련 분야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산학협 협력 강화를 위해 분야특성을 감안한 사업 및 계획 추진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

o 둘째, 관련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중심에서 UX와 감성을

고려한 인간을 시스템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휴먼웨어 개발도 중요한 고려사항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특성과 한계, 감성을 파악하여

인터페이스 설계 및 평가의 기반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휴먼웨어 분야의 연구지원과

그 결과물을 제품, 시스템, 서비스 설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전략 마련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전자정보통신분야 전망프로젝트 V 보고서는 인간 임베디드시스템

(Human-Embedded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 사용자 차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구성요소로 이용하려는

기술을 8대 전략적 추진분야 가운데 Human-Computer Interaction에 포함

- 감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UX 등에 대한 산학연관 합의된 정의와 범위 명확화 등 학문적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과 이를 통해 향후 정부R&D 정책 추진과 투자를 위한 명확한

대상 도출 선행이 필수

※ 최근 UI와 UX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디자인, 컴퓨터공학, 인간공학, 전자공학, 뇌공학, 기계

공학 등 다학제적인 분야로 연구개발 및 투자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향후 관련 연구개발

현황 조사․분석을 위해서도 정의와 범위 명확화는 필수적

o 셋째, 2010년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HC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최고기술 확보

및 추격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57%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조사

※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분야 中 UX 디자인 분야가 22% 수준(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중소 회원사 대상 인력 실태조사, ‘11. 12)

- 단기적 인력양성보다 관련분야 인력소요 예측을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력과 함께 UX와 감성이 고려된 창의적 인터페이스 개발이 가능한 학제적 고급인력

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최근 빠르고 다양한 소비자 욕구 등의 대응을 위해 인간과 사회 문화의 근본적

이해를 위한 인간공학과 디자인, 인지심리학 등의 분야와 인문사회학 전공자 등 융합적

인재의 입체적 양성책이 요구되며,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지원체제 구축도 고려할 필요

o 넷째, 관련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R&D 지원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감성인터페

이스와 경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정책추진 실효성과 투자효율성 강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2010년 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차세대 HCI 분야의 투자주체는 민간:정부가 56:44,

연구개발주체는 산:학:연 52:3:46로 민간과 정부출연연 등을 활용한 민관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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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로벌 해외 기업의 다학제적 연구 노력

기업 주요 내용

A

p

p

l

e

- 인문학 전공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 및 심리학과 IT의 융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UX의 사용자의 요구사항 파악하기 위한 통찰력과 감성적인 접근 역시 인문학 및 사회학

연구결과가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결과

⇒ 애플 인터페이스의 다학제적 접근과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30년에

걸친 연구가 누적된 결과로 다학제적 융합이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조성 중요성을 대변

G

o

o

g

l

e

- 웹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와 정보 사이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고 인간적 사고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웹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사회학,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 구글 도서 프로젝트 성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인문학을 조성하고 디지털 인문 학자를 지원

하고자 디지털 인문학 연구 어워드를 추진

- 기존의 IT계열에 치중된 인사채용에서 벗어나 인문 사회학 계열 인재채용을 확대

⇒ 구글은 충분한 투자와 시간을 투자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감성적

만족감 제공을 위한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인터페이스 분야 외에도,

고객지원, 홍보, 관리시스템, 현장 서비스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연구를 진행

I

n

t

e

l

- 2010년 인텔은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다학제적 융합기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Interaction and Experience Research Lab.을 설치

- 연구소장인 문화인류학 전공의 Genevieve Bell은 인간의 본성과 생활 습관, 업무방식 등

사회적인 측면의 연구를 인텔의 기술개발 및 전략에 반영

⇒ 인텔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각종 IT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과 기계사이의 소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 연구를 진행

* 출처 : 황주성 외, ICT 인문사회 융합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12.

o 마지막으로 감성인터페이스 사업은 UX의 대두와 함께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경험경제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핀란드는 경험혁신 개념을 국가혁신시스템 일환으로

검토를 하는 등 향후 본격 육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 전략 마련이 시급

- 특히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FTA 체결, 삼성과 Apple의 특허 분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성장잠재력과 원천기술 획득은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차원의

관심사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감성인터페이스와 UX 기업 등 전문기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시장현황, 정부R&D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명확한 내용 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이

부재한 실정으로 향후 체계적 전략 마련을 위한 관련 분야 조사 분석이 선행될 필요

- 이를 기반으로 그 간 소프트웨어 혹은 정보통신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던

인터페이스 산업의 본격 지원체제 마련과 정보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경험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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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No. 과제명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 실시간 한국어 대화 시스템 구현을 위한 언어처리기술 개발

2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지능형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개발

3 HMM 기반 대화체 음성합성을 위한 한국어 운율모델링

4 모바일 디바이스용 지능형 UI 기술 개발

5 휴먼 상호 행동의 강인한 모델링 및 자동 인식 기술 개발

6 감각운동 기능의 모델링 및 전수를 위한 햅틱스 기술

7 연속 음원 위치 추적에 기초한 인간-시스템 상호작용 기술

8 휴대폰 및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평가기술 개발

9 생활기반 시설 설계지침에 대한 인간공학적 사용성 평가

10
운전자 특성에 따른 주의력 분산요인이 운전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동작/생체/뇌기능적

통합 연구

11 창조적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신개념 프로토타이핑 시스템 개발

12 3차원 공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다중감각 리모트 포인팅 유저인터페이스

13 서사구조의 자동 분석 기법을 통한 캐릭터 감성표현 모델 연구

14 실기간 EEG Tracking 및 분석, 제어를 활용한 뇌질환 완화/감성조절장치 구현 및 임상검증

15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웹 특징을 반영하는 웹 정보 평가 방법의 개발

16 시선 및 뇌파 융합 차세대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17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자율 적응형 베이시안 디코딩 알고리즘 개발

18 탠저블 인터페이스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능형 협업 기술개발

19 감성교감형 로봇을 위한 인공감정

20 카메라 움직임을 이용한 휴대단말 인터페이스 개발

21 음성 인식을 이용한 음성 시각화

22 다시점 카메라를 사용한 지능형 사용자 인터랙션 연구

23 Naturally Colored Cotton의 색, 역학적 특성 및 감성 평가를 통한 감성 전문가 시스템

24 의도 인지를 위한 집단감성 기반의 감정 예측 및 시청각과 뇌파를 이용한 감정 인식

25
스마트폰 환경의 다중 생체인식 기반 휴먼 인터페이스 S/W 및 임베디드 시스템 H/W

실용화 기술 연구

26 사람과 로봇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인지 시각 시스템

27
인간친화형 Hand-Product Interface(HPI)를 위한 3D 생체역학 정보 기반의 Digital 설계

기술 개발

28 대화형 표정 인식을 위한 강인한 모델링 및 인식 기술 개발

29 터치기반 교육용 콘텐츠에서 학습자 패턴을 고려한 스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30 사용자 터치점 분포 도출을 통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사용성 예측모델 개발

31 신개념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이론 및 시스템 개발

32 음성, 음질 그리고 얼굴 영상을 이용한 멀티모덜 감정인식 시스템 연구

33 ARS의 Touch-Tone 인터페이스 설계 휴리스틱 구축에 대한 기본 연구

34 실감미디어를 위한 인간 감각 반응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

35 신제품개발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해법 및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36
노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운전 작업 중심의 객채 기반 시각적 주의 집중 기술

개발 연구

37 장애인을 위한 표준기반 전자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한 연구

38 뇌기반 3D 가상환경 멀미 경감 솔루션 개발

[참고] 2010년 감성 인터페이스 관련 정부R&D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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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D 디스플레이 및 햅틱 장치를 이용한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

40 사용자 적응형 음성인터페이스를 위한 음성기반 사용자 성격인식

41 자율감정성장및감정공유를위한멀티모달리티정보융합형능동 상호작용 시스템 개발

42 LED 조명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DB구축 및 미래형 LED제품 개발 연구

43
Connected Wear : 주거환경 및 신체와 의복내의 센서 엑츄에이터 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의복내장형 임베디드 단말 개발

44 이동 기기의 강인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위한 위상 기반 음성 처리

45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손 기반 3차원 입력 인터페이스 기술

46 지식기반의 음성인식을 위한 통합 시스템 연구

47 터치 스크린 기반의 휴대용 정보 기기를 위한 적응형 메뉴 인터페이스 개발

48 3차원 인터페이스에서의 다양한 인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ACT-R/3D개발

49 인간 중심 설계를 위한 제품 및 인체의 통합 CAD/CAE 시스템의 개발

50 카메라 비젼 및 뇌파 분석 기반의 차세대 감성형 인터페이스

51 인간인지기술 기반 사용자 친화형 u-Healthcare

52 실감형 차세대 웹 기술개발

53 실감 인터랙션 기술 개발

54 노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먼 센싱 기술 개발

55 인터랙션 사이언스: 인간, 로봇, 컴퓨터, 디지털미디어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과학

56 고령자를 위한 운전부주의 저감기술개발

57 지능형 융합 개인화 서비스 기술 개발

58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기반 의도인식 및 감각전달 기술 개발(바이오+쩐자) 일부이식

59 인간 교감 신개념 UI 기반 인터랙션 기술

60 뇌파/생리신호 기반 복합감성 인식, 표현 및 상호작용 기술

61 멀티모달 휴먼 인터페이스 및 양방향 실감교류 기술 개발

62 인간 아바타의 실시간 삼차원 실감 표현 및 체감형 인터랙션 기술

63 단일신경활동, 뇌피질뇌파, 근적외선 활용 뇌-기계 인터페이스 실용화

64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에서 경험의 역할에 대한 분석

65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에서움직임효과에따른 사용자의시선이동과감정반응에관한연구

-Eye Tracking과 ERP(Event-RelatedPotential), PrSAM의 결과 비교-

66 전자책사용자경험정의및전자책리더기의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67 제품 및 환경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동적인 인터랙티브 표면에 관한 연구

68 모바일폰 경험디자인을 위한 1% 사용자 분석의 방법론 개발과 체감형 인터랙션 디자인의 활용

69 공간디자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평가도구 및 지침 개발연구

70 촉각 이용 기술의 채택 모형: 기술수용모형과 혁신확산이론의 통합적 접근

71 뇌기능정보 이해 기반 사용자 시선특성 분석 및 선택적 주의집중 모델을 통한 의도파악

72 뇌영상기법을 이용한 ‘감정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경동역학적 연구

73 뇌정보처리 기반 사용자 의도 변화 모델링 및 예측 기술 개발

74 뇌인지과학 측정기술 및 인터페이스 개발 연구

75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뇌 신호 융합 정보처리 알고리즘 개발

76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뇌 신호 간의 효율적 활용 기술 연구

77 UX 기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UI 설계 기법

78 휴먼인터페이스를 위한 촉각센서 및 제시기술 개발

79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인지-감정 통합모델 개발

80 압력감응 촉각감지 텍스타일

81 인간-제품 햅틱 시뮬레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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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감성공학을 통한 실내 안락감 향상

83 운전자 보조 능동 안전 시스템 및 운전자 인터페이스

84 능동 안전을 위한 운전자 상태 스마트 인지기법

85 인체-제품 적응성 평가기술개발

86 뇌신경 모델에 기초한 상호작용 의도의 실시간 뇌신경영상정보 분석 기술 개발

87 뇌정보처리에 기반한 음성과 영상 정보의 융합모델 및 이를 이용한 묵시적 의도의 파악

88 시각 생체 모방 소자 및 인지 시스템 기술 개발

89 복지로봇용 인지적 감정평가 시스템 개발

90 신경과학 기전 기반 노인용 실행통제 기능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화

91 융합 정신생리학적 마커를 통한 쌍방향 정서 인식 및 공감 연구

92 시공간적 복잡성을 가진 소리 지각의 뇌기능 분석

93 시각 작업 기억의 개인차 연구

지

식

경

제

부

1 멀티모달바이오메트릭스단말기개발

2 섬유기반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의류 개발

3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 분석방법 및 사용성 평가기술 연구개발

4 디자인전략2020

5 사용자경험 기반 선진 IT기기의 글로벌 사용자 인터페이스 DB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6 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상품개발을 위한 UX, UI 디자인 툴킷 연구개발

7 고령화 사회의 노약자를 위한 생활가전기기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8
음성/영상 통합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말동무 로봇용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워크

벤치 도구 개발

9 휴먼 동작 분석 기반 Multi-modal Interaction 기술 개발

10 감성기반 상호작용 학습시스템 기술 개발

11 감성·상황정보 기반 상호작용 학습 Agent 개발

12 휴대폰용 신개념 haptic actuator 및 모듈 개발

13 비접촉식 멀티포인트 실감 인터렉션 기술 개발

14 시-촉각 융합 디스플레이 기술 및 렌더링 엔진 개발

15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화모델 적용 자연어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16 감성품질 디자인지원체제 기반구축사업

17 감성 ICT 산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18 오감 및 웨어러블 네트워크 기반 웨어러블 사용자 인터렉션 표준 개발

19 스마트TV 플랫폼 연동형 스마트 리모컨 개발

20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인간친화형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국제공동)

21 Intelligent Human Vehicle Interface 모듈 개발

22
운전자 HF(Human Factor) 및 상황인지기반 Interactive EDTS(Energy Driving Tutoring

System) 개발

23 몰입형 햅틱미디어 기술개발

24 차세대 휴대폰용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기술 개발

25 서비스 로봇을 위한 멀티 모달 지능형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개발

26 인체매체 디지털 정보단말용 인터페이스 표준화 기반 구축

27 차세대 디지털 단말기 사용자인터페이스(UI)표준규격 개발

28 감성적 음성 합성(affective Text-To-Speech) 기술 및 이를 탑재한 멀티미디어 SoC 개발

29 노약자를 위한 감성교감 및 이동보조 서비스 로봇 개발

30 인간-로봇 상호작용 매개기술 개발

31 모바일 단말용 실감 A/V 인터랙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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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성콘텐츠 저작도구 개발

33 감성컨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34 감성콘텐츠의 웹&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35 감성콘텐츠 엔진 개발

36 스포츠 실감 구현 및 몰입형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기술

37 차세대 체감형 콘텐츠를 위한 사용자 동작기반 플랫폼 및 입체 상호 작용 기술 개발

38 IPTV용 Interactive 시점제어 기술 개발

39 인터랙티브 UI 기반 3D 시스템 기술개발

40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설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단말 상품화

41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42 운전자 정보제공 지능형 인터페이스 관리 기술 개발

43 운전자상태 및 주행상황 정보 센싱기술개발

44 운전자 운전부하 측정 및 정량화 기술 개발

45 상황 적응 로봇 인지 기술개발

46 장노년인지능력측정기술

47 뉴실버의 색채 인지/심리/선호 특성 분석에 기반한 실버산업의 컬러디자인 활용기술 개발

중

소

기

업

청

1 다국어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터랙티브형 3차원 입체 동화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2 국산화를 위한 양방향TV, IPTV용 AIR MOUSE구현용 3D동작인식모듈시스템개발

3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용 통합 무선 UX 기기 개발

4 차세대 DTV 적용 HID(Human Inteface Module) 개발

5 휴대용 기기에서 HCI를 위한 개발자용 미들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6 멀티터치가 가능한 정전용량방식의 대형 터치스크린 개발

7 웨어러블 컴퓨팅용 지능형 입력장치 기술 및 제품의 개발

8 멀티터치가 가능한 감압식 터치스크린패널

9 Touch screen용 Haptic Solution

10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Hands Gesture Recognition Algorithm)이 채용된 스마트 무선 헬멧 개발

11 키보드 마우스 동시지원 무선 키패드 인터페이스 개발

12 차세대 2D / 3D GUI 엔진 및 멀티미디어 복합단말 플랫폼 개발

13 사용자 중심의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HMI 소프트웨어 개발

14 차세대 UI 플랫폼 기술 개발

15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 UI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16 멀티터치 무선공간 마우스 개발

17 UX 기반 인터렉티브 3D 가상 쇼핑몰 구현

18 휴대용 옵티컬 조이스틱 개발 및 맞춤형 User Interface 판매 시스템

19 증강현실기반의 상호작용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위한 엔진 및 저작도구 개발

20 스마트폰 콘텐츠를 위한 Interactive User Interface S/W 개발

21 멀티터치 기반 이러닝 시스템

22 음악 분위기에 따른 감성 조명 연출 시스템 개발

23 감성케어 LED 아트조명시스템 개발

24 Vision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지적재산 (IP) 개발

25 스마트폰용 리얼타임 터치키보드 개발

26 스마트폰 컨텐츠 개발을 위한 공용 UX Framework 개발

27 외팔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컴퓨터 키보드 개발

28 텔레매틱스 음성 인터페이스를 위한 멀티 채널 마이크를 이용한 반향 제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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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말기 Flash GUI SW개발

30 안구 전위 신호를 이용한 전동 휠체어

31 IT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성폰트 기술개발

32 3차원 아바타 응용 음성인식 지원 SUI (Speech User Interface) 개발

문화

체육

관광

부

1 UX 기반의 스마트 공간 구현 기술 개발

2 스마트 음성인식과 Hybrid TTS 및 인공지능이 융합된 랭귀지 프리토킹 엔진 기술

3 지능형 상호작용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4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로봇의 동기화를 통한 감성형 콘텐츠 기술 개발

5 착용형 컴퓨터를 이용한 맨손(베어핸즈)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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