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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리모컨의 태스크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한 가전기기 마크업 언어

(Home Appliance Markup Language for Generating

Task-Based User Interfaces of Universal Remote Controls)

임 성 수 † 조 성 배 ††

(Sungsoo Lim) (Sung-Bae Cho)

요 약 최근 각종 가전기기들이 유/무선을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기제어

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통합되지 않고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 기기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를 숙지해야 하고, 기기의 기능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기기 

제어를 위한 리모컨에는 기기의 복잡한 기능 제어를 위해 사용성이 높지 않은 다수의 버튼이 존재하며 각 

기기별로 비슷한 모양의 리모컨들이 존재하므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수의 리모컨을 사용해

야 하는 사용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작업단위를 태스크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태스크 단위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한 가전기기 마크업 언어(Home Appliance Markup Language; HAML)를 제안

한다. HAML은 태스크 제어에 꼭 필요한 버튼들만을 모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태스크 수행을 

위한 기기 설정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동작 시나리오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키워드 : 통합리모컨, 가전기기 마크업 언어, 태스크기반 인터페이스

Abstract Recently, various home appliances are inter connected in wired/wireless network to

provide a single service, but their interfaces are not uniformly integrated. In order to get a service in

such an environment, users have to figure out how to control each appliance and the way of combining

its functions with others. Even worse to the users, many buttons are barely used to control the com-

plicated functions of the appliances on the remote controllers, and controllers have very similar shapes

in each other. In this paper, based on the definitions of a task as a unit of services provided in the

environment of multi-connected appliances, we propose a markup language for home appliances, called

HAML (Home Appliance Markup Language), for generating task-based user interfaces to help con-

trolling multi-connected appliances as one pleases. The proposed method generates interfaces by gathering

the buttons frequently used and necessary for tasks, and provides automatic settings of multi-connected

appliances.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with an analysis of scenarios and usability tests.

Key words : Universal remote controller, home appliance markup language, task-based interface

1. 서 론

임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간 홈/정보 가전기기가 등장

하면서 기존의 가전기기에는 없었던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고 있고[1], 다수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전기기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

스는 더욱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2]. 대부분의 가전기

기들은 복잡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리모

컨 인터페이스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인 버튼 배치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버

튼의 사용 및 이해하기 힘든 버튼의 레이블 등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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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들이 사용되지 않는다[3].

타블렛 PC, 스마트 폰 등의 휴대 기기들이 등장하면

서 이를 이용한 다중 기기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7]. 가전

기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제조사의 경쟁력

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기 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2]. 휴대 기기

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생성은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환

경 변화를 인식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돕고

[8], 다른 플랫폼 상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다[9-11].

또한, 서로 다른 배경지식과 기기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생

성이 필요하다[12,13].

사용자는 가정환경의 각종 기기를 일일이 제어하기보

다는 상위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예를들어 

TV, DVD, 5.1채널 스피커, 그리고 AV 리시버가 연결

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DVD 보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기기의 전원을 켜고, 기기들 간의 연결관계

에 따라서 외부 입력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

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용자는 네 기기의 연결상태 및 

기능과 각 기기의 리모컨 조작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만

일, 통합리모컨이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에 따라 전원버

튼을 한번만 누름으로써 이러한 사전 설정 작업이 자동

으로 진행된다면, 사용자는 각 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작업단위를 태스크로 정의하고[14], 사

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태

스크 단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생성을 위한 가전기기 

마크업 언어(HAML; Home Appliance Markup Lan-

guage)를 제안한다. HAML은 사용자의 이동성을 고려

하여,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

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초보

자들도 추가적인 배경지식 없이 태스크 단위로 제공되

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원하는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연구

2.1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언어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

라서 인터페이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코

드의 47～60%를 차지하고[15], 전체 비용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16]. 이러한 인터페이스 개발에 드는 많

은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

술언어(User Interface Description Language; UIDL)

가 등장하였다[17-19].

UIML[17]은 다양한 기기들의 UI를 하나의 범용적인 

언어로 구축하여 그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유지 및 보수

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이다. UIML은 

프로그램적인 접근보다는 선언적 접근을 사용하여 프로

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UI를 구

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에서 쉽게 변환이 가능하

다. PIMA 시스템[18]은 UI 설계자가 다양한 기기에 맞

는 UI를 설계할 필요 없이 추상화된 UI 모델을 설계하

면, PIMA 시스템이 추상화된 모델을 실제 응용프로그

램에 맞춰서 UI를 생성해준다.

2.2 통합리모컨

가정환경에서 다양한 기기들을 동시에 조작하도록 다

수의 리모컨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몇몇 업체들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TV 리모컨의 경우, 모드를 

바꾸어 TV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 비디오, 오디

오 등의 기기를 동시에 조작하도록 돕기도 하며, 소니는 

각종 기기의 적외선 신호를 기억하여 하나의 리모컨으

로 제어하는 통합 리모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

니라 가정환경에서의 다양한 기기들에 접근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UPnP

(Universal Plug and Play), 소니와 필립스 등이 제정

한 HAVi (Home Audio Video interoperability), 썬 마

이크로 시스템이 중심이 된 Jini, 그리고 에체렌의 제어 

네트워크 기반기술인 Lonworks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

으며, ConvergeX 사의 경우, 이들 기반 기술을 이용하

여 가정환경을 조작하는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현하였고, HomeLogic 사는 이미 700개 이상의 가정환

경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이들 기술과 제품

은 사용자가 가정기기의 각종 기능을 사용하도록 리모

컨과 기기를 연결시켜 줄 뿐이어서 원하는 상위수준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복

잡한 조작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기기의 리모컨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전에 정의된 환경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사

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전히 많은 조

작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

중 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sbell 등은 사용자의 기기에 대한 사용 버튼을 분석

하여 주요 태스크를 선정하고 사용자별로 개인화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제공하였다[20]. 이는 다양

한 기기를 스마트 폰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기기가 복합적으로 연동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기 제어는 불가능하고 사전

에 모든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



통합리모컨의 태스크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한 가전기기 마크업 언어 21

표 1 기기 리모컨의 기능 비교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V] 삼성 

SPD-42D4S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O

[TV] 삼성 

LN32R71BD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O

[TV] LG

23LC1R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O

[DVD] 삼성 

SV-D596HD
O X X X X X O O O X X O O O O O O O X

[TV] 삼성 

SV-C980HD
O X X X X X O O O X X O O O O O O O X

[TV] LG

DV235
O O X X X X O O O X X O O O O O O X X

[AVR] SOVICO

AVR580
O O O O O X O O O O O X X X X X X X O

[AVR] YAMAHA

RX-V750
O O O O O X O O O O O X X X X X X X O

A:전원 B: 숫자 C: 볼륨+/– D: 음소거 E: 채널+/– F: 이전채널 G: 메뉴

H: 이동(상/하/좌/우) I: 선택 J: 입력선택 K: 취침예약 L: 재생/일시정지 M: 정지

N: 빨리감기 O: 되감기 P: 한단계앞으로 Q: 한단계뒤로 R: 반복 S: 야간모드

통합리모컨 연구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언어

가 사용되었다. Nichols와 Myers는 가정과 사무실의 각

종 기기를 XML형태로 기술하고 스마트폰으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기기들을 제어하는 기술인 PUC

(Personal Universal Controller)를 제안하였다[11]. 다

양한 기기를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제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기기가 복합적으로 

연동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기 제어는 불가능하고 

사전에 모든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미리 설계되어야 한

다. Nichols 그룹은 PUC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

자가 보다 편하게 복수의 기기를 제어하도록 음성과 영

상 데이터 흐름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HUDDLE 시스템을 개발하였다[21].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의 소스를 선택하고, 각종 기기의 

연결관계를 사용자가 명시하면 기기별로 사전에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연관된 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HUDDLE은 하나의 

화면에서 현재 작업에 필요한 다수의 기기에 대한 인터

페이스가 제공되며, 사용자는 복수의 기기를 일일이 조

작할 필요없이 상위 수준의 명령을 내리면 내부적으로 

다수의 기기가 제어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간의 연결 관계를 숙지하고 

기기 사이의 연결 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HAML(Home Appliance Markup Language)

본 논문에서는 상위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

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작업 단위를 태스크로 정의

하고 태스크 수행을 위해서 동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인 HAML

을 제안한다. HAML은 XML기반의 마크업 언어로, 제

작된 문서가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존재하는 각종 기기

에 대한 정보 및 상황의 표현 및 전송을 위해 사용되며,

사용자 단말에서 태스크 단위의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

해 사용된다. HAML의 설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전기기 제어를 위한 통합리모컨의 태스크 단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기기의 연결 상태 및 사용법을 숙지할 필

요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태스크 수행에 꼭 필요한 버튼들만으로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여, 사용되지 않는 다수의 버튼에서 오는 

사용자의 혼란을 줄인다.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 태스크 수행을 위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통합리모컨이 태스크 기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

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의 정보와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HAML은 통합리모컨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의된 언어로, 기기 기술언어와 

태스크 기술언어, 그리고 동의어 기술언어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홈씨어터 환경을 구성하는 가전기기들을 

분석하고 이를 태스크 단위로 제어하는 마크업 언어를 

제안한다.

3.1 기기 기술언어

기기 기술언어는 통합리모컨이 주변 기기 정보를 인

식할 수 있도록 기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언어이다.

통합리모컨이 태스크 단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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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홈씨어터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인 TV, DVD, AV 리시버를 분석하여 기기의 내부 

상태, 기기 간의 연결관계, 기기 조작방법을 위한 기기 

기술언어를 설계한다.

표 1은 국내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홈씨어터 기기의 

리모컨 버튼을 보여준다. 가전기기는 리모컨의 각 버튼

과 연관된 내부 상태 값을 가지고 있다. 기기의 내부 상

태 값은 전원(on/off), 음향모드(표준/음악/영화 등) 등

과 같이 열거형 변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채널, 음량, 명

암, 밝기 등과 같이 숫자형 변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통합리모컨이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 환경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기기에 대한 기

본 정보와 각 기기의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버튼에 대

한 정보, 기기의 내부 상태, 버튼의 수행 결과 변하는 

기기의 내부 상태, 그리고 다른 기기와의 연결상태 및 

해당 연결을 위한 기기 세팅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1은 기기 기술언어의 구조이다. 기기정보(dev_

info)는 통합리모컨이 기기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아이디

그림 1 기기 기술언어 구조

(dev_id)와 사용자에게 보여질 기기명(dev_name), 영

상, 음성 등과 같이 각 기기가 생성하는 신호(dev_src)

와 기기가 최종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신호(dev_des)가 

명시된다. dev_src와 dev_des의 정보는 통합리모컨이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주변기기를 찾을 때 사용된다.

기기의 내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기기변수(vari-

able)는 숫자형 변수를 표현하기 위한 digit_variable과,

열거형 변수를 표현하기 위한 enum_variable로 구성된

다. 변수는 mode 속성을 가지며, 숫자형 변수는 리모컨 

버튼이 한번 눌러졌을 때 변화하는 내부 변수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 step 속성을 갖는다. mode 속성은 태스

크 수행을 위해 다른 기기들과 연관된 상황에서 기기의 

연계 동작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parallel은 연결된 기

기의 변수 값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기의 

기능이 발현되며, harmonic의 경우는 연결된 기기의 변

수 값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갖도록 기능이 발현되고, src

와 des의 경우는 각각 태스크 수행을 위한 src 기기 및 

des 기기의 기능이 발현된다.

기기기능(function)은 기기 리모컨의 통신 방법을 나

타내는 protocol과 리모컨의 각 버튼을 나타내는 dev_

button들로 구성되며, dev_button은 버튼이 눌러졌을 

때의 변수 값의 변화 특징에 따라서, 열거형 변수의 값

을 한 단계씩 변화시키는 toggle 버튼과, 변수의 값을 

특정 상태로 변화시키는 set 버튼, 그리고 숫자형 변수

의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inc, dec 버튼으로 구성

된다. 각 버튼은 통합리모컨이 해당 버튼을 사용할 때 

기기에 보낼 신호 값을 포함하며, 버튼의 동작과 연관된 

변수의 아이디를 포함한다.

기기연결(dev_link)은 다른 기기와의 연결 설정 상태 

및 연결 설정 방법을 기술한다. src_concept과 dev_

concept은 각각 어떤 종류의 소스가 어떤 기기와 연결

되는지를 기술하고, state에서는 연결 설정을 위해 변수

를 어떤 값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기술한다. 통합리모컨

은 기기연결 정보를 통해서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사전 

세팅을 수행한다.

3.2 태스크 기술언어

가전기기 리모컨에 포함된 버튼은 약 50여 개에 달하

지만 10~20 개의 버튼만이 사용된다[22]. 본 논문에서

는 다수의 버튼에서 오는 사용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서 태스크 제어에 꼭 필요한 버튼만을 모아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성한다.

통합리모컨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스크 수

행에 필요한 기기, 인터페이스 버튼, 그리고 버튼의 배

치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2는 태스크 기술언어의 구조를 

보여준다. 통합리모컨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

저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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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스크 기술언어 구조

야 한다. 태스크 수행을 위한 신호 생성 기기와 최종적

으로 이 신호를 수신하는 기기가 무엇인지를 태스크 기

술언어에 명시하고, 통합리모컨은 각 기기의 기기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기기와 연결되었는지를 따라가며 

연결된 기기들을 찾는다. tsk_src와 tsk_des는 각각 태

스크 수행을 위한 신호 생성 기기와 최종 신호 수신 기

기를 명시한다. tsk_src를 통해서 태스크 수행의 소스 

기기를 기술하거나 특정 기기의 신호를 기술한다. 비슷

하게 tsk_dev를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처리할 신호나 신

호 처리를 위한 기기를 기술한다.

tsk_button은 태스크가 선택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날 버튼들로, 통합리모컨은 우선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기기들 중에서 tsk_button의 

concept 정보가 일치하는 dev_button을 찾고, 해당 

dev_button과 연결된 variable의 mode 값을 참조하여 

적절한 tsk_button의 역할을 할당한다.

mode 값이 harmonic인 경우는 연결된 기기의 상태 

값이 모두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변경시킨

다. 만일 기기 상태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낮

은 상태의 기기에 맞추어서 기기의 상태 값을 설정하고,

기기 상태가 동일한 경우는 모든 기기에 변경 신호를 

전달한다.

mode의 값이 parallel인 경우에는 태스크 버튼과 연

결된 기기 버튼의 연결 변수 값들의 상대적 위치를 고

려하여 어느 기기의 상태 값을 변경시킬지 결정한다.

즉, 만일 DVD 음량(0~99)이 10으로 설정되어 있고, TV

음량(0~49)이 6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DVD 음량의 상

대 위치는 10/100이고, TV 음량의 상대 위치는 6/50

이므로 ‘음량 +’ 버튼이 눌러지면 상대 위치가 낮은 DVD

의 ‘음량 +’ 신호가 전달되고, 반대로 ‘음량 -’ 버튼이 눌

러지면 상대 위치가 높은 TV ‘음량 -’ 신호가 전달된다.

그리고 src의 경우는 해당 기능을 가진 기기 중에서 

tsk_src에 가장 가까운 기기에게 변경 신호를 전달하며,

반대로 des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기기 중에서 

tsk_des에 가장 가까운 기기에게 변경 신호를 전달한다.

tsk_function에서의 group은 유사한 속성을 갖는 버

튼의 그룹을 의미하며, relation을 통해서 사용자 인터

페이스 상에서 버튼의 배치 정보를 표현한다.

3.3 동의어 기술언어

동의어 기술언어는 기기 기술언어와 태스크 기술언어 

간의 의미 정보 기반 연결을 위해서 사용된다. 기기 기

술언어 및 태스크 기술언어는 그 작성자에 따라서 id

값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만약 태스크 기술언어와 

기기 기술언어, 그리고 이종의 기기 기술언어 간의 연결

이 id를 이용하여 이루어 진다면, 사용자의 환경이 변화

하는 경우 변화한 환경에 대해서 id 값을 일일이 수정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 없이 통합리모컨이 태스크 단위의 인터

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id 단위의 연결이 아닌, 의미

정보 단위의 연결을 제공한다.

각 기기에 대한 정보는 기기 제조사에서 생성해준다

고 가정하면, A사에서는 전원 기능을 ‘power’로 기술하

고, 동일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B사에서는 ‘pw’로 기술

하는 것처럼 같은 기능을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데, 의

미 정보 기반 매핑을 통해 ‘power’와 ‘pw’가 동일한 기

능을 가짐을 명시하여 해결할 수 있다.

4. 실험 및 결과

4.1 HAML을 이용한 통합리모컨의 구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

해 그림 3과 같이 네 가지의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환

경을 설정하고, 각 환경에서 통합리모컨이 HAML을 해

석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그림 3(a)와 (b)는 TV와 DVD의 두 가지 가전기기로

만 이루어진 환경인데 (a)의 경우는 DVD의 음성 및 영

상 연결이 TV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만, (b)의 경우는 

음성이 연결되어있지 않다. 그림 3(c)는 스피커와 AV

리시버가 추가로 주어져 있는 환경이고, (d)는 영상 수

신 장치로 프로젝터가 추가되어 있다.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한 기술언어를 다운로드한 후,

통합리모컨은 주변 기기를 인식하고 수행 가능한 태스

크 목록을 작성한다. 여기에서는 태스크로 ‘TV 보기’와 

‘DVD 보기’를 예로 든다. ‘TV 보기’의 경우는 TV만이 

있으면 수행 가능한 태스크이므로 특별한 태스크 검사

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DVD 보기’의 경우는 tsk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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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홈 환경의 네 가지 예

그림 4 ‘TV’ 기기 기술언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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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VD 보기’ 태스크 기술언어의 예

(a) (b) (c)

그림 6 태스크 선택 인터페이스: (a), (b) 태스크 선택 화면, (c) 기기 선택 화면

src로 DVD를 필요로 하며, tsk_des로 비디오 및 오디

오 출력 장치가 필요하다(그림 5 참조). 그림 4와 5는 

각각 기기 기술언어와 태스크 기술언어의 예로 그림 3

(a)의 ‘TV’와 ‘DVD보기’ 태스크를 보여준다.

그림 3(a), (c), (d)의 환경에서는 DVD의 음성/영상 

연결이 TV, 프로젝터, 스피커 등의 출력장치와 올바르

게 연결이 되어있는 반면에 (b)의 경우는 음성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DVD 보기’ 태스크의 수행이 불가능 

하다. 그림 6(a)는 그림 3(b)의 상황에서의, 그리고 (b)

는 그림 3(a), (c), (d)의 상황에서의 태스크 선택 화면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네 가지 환경에서 ‘TV 보기’ 태스크가 선택

된 경우, 연관된 기기가 TV 뿐이므로 통합리모컨은 특

별한 설정 없이 바로 ‘TV 보기’를 위한 컨트롤 인터페

이스를 생성하면 된다. 그러나 ‘DVD 보기’의 경우에는 

연관된 기기들을 탐색하고 관련 기기간의 연결이 필요

하다. 그림 3(a)의 경우에는 TV와 DVD 간의 연결이,

(c)의 경우에는 TV - AV 리시버 - DVD 간에는 영상 

연결, 스피커 - AV 리시버 - DVD 간에는 음성 연결

이 필요하다. 3.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결 

설정은 통합리모컨에서 자동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그림 

3(d)와 같이 영상 출력장치로 TV와 프로젝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림 6(c)와 같이 사용자의 피

드백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때 tsk_src 기기와 tsk_des

중 음성 출력의 경우는 각각 DVD와 스피커로 결정되

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제

안하는 통합리모컨은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기기의 연

결을 자동으로 수행해 주므로, 사용자 환경에서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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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VD 보기              (b) TV 보기

그림 7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기기의 연결상태

를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태스크 선택만을 통해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태스크 선택이 완료되면 통합리모컨은 태스크 수행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 태스크 기술언어에는 태스

크 수행에 필요한 태스크 버튼에 대한 간단한 의미 정

보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통합리모컨은 의미 정보 기반 

매칭을 통해서 기기 기술언어에서 태스크 수행에 필요

한 버튼들을 찾아 연결한다. 그림 7은 ‘DVD 보기’와 

‘TV 보기’ 태스크 수행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4.2 SUS 사용성 평가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20~29세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모드를 바꾸

어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상용 통합리모컨 제

품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

였다. 사용성 평가는 표 2의 SUS(System Usability

Scale)의 항목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은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강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강한 긍정의 1에서 5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홀수 문항은 평가 값에서 1을 빼고, 짝수 문항은 5에서 

평가 값을 뺀 후 이를 모두 더하고, 여기에 2.5를 곱하

여 0부터 100사이의 값을 갖는 점수로 환산한다.

피험자는 우선 TV, DVD가 갖춰진 환경에서 모드를 

바꾸어서 다수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통합리모컨과 

제안하는 통합리모컨을 이용하여 표 3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한 후, AV 리시버가 추가된 환경에서 동일한 태스

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기기의 초기 상태는 표 4에

서 보여주고, 표 5는 기기 환경에 따른 기기 연결 관계

를 보여준다.

표 2 SUS 항목

SUS 문항

SUS-1 나는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것 같다.

SUS-2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이 있다.

SUS-3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SUS-4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다.

SUS-5 이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이 조직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

SUS-6 이 시스템은 너무 불안정한 것 같다.

SUS-7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빨리 익힐 

것이다.

SUS-8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귀찮은 부분이 있다.

SUS-9 나는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는데 자부심이 생긴다.

SUS-10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

표 3 사용자 태스크

태스크 내용

TV

보기

채널 변경 TV의 채널을 11번으로 변경한다.

소리 시끄럽게 소리를 다소 시끄러운 정도로 설정한다.

소리 조용하게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로 설정한다.

DVD

보기

DVD 재생 DVD를 재생한다.

소리 시끄럽게 소리를 다소 시끄러운 정도로 설정한다.

소리 조용하게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로 설정한다.

표 4 기기의 초기 상태

기기 상태

TV 전원: off, 소리: 10, 채널: 35, 외부입력: TV

DVD 전원: off, 상태: 정지

AV리시버 전원: off, 소리: 10, 채널: 35, 외부입력 1, 외부출력 1

표 5 기기 환경에 따른 기기 연결상태

기기 환경 연결상태

TV-DVD TV 외부입력1에 DVD의 영상, 음성 연결

TV-AC리시버

-DVD

TV 외부입력1에 AV리시버의 영상, 음성 연결

AV리시버 외부출력2에 TV의 영상,음성 연결 

AV리시버 외부입력2에 DVD의 영상, 음성 연결

그림 8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상황 1은 기기 환경

이 TV와 DVD인 경우이고, 상황 2는 TV, AV리시버,

그리고 DVD를 이용한 경우이다.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

듯이 제안하는 통합리모컨은 기기의 주변 환경에 상관

없이 약 20번의 리모컨 클릭 횟수를 보이지만, 일반 통

합리모컨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설정해야 할 기기 상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 

10회 이상의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버튼 클릭 횟수의 차이는 t-검정 결과, 상

황 1, 2의 경우 모두 p < 0.001 (상황1: 2.91*10-6, 상황

2: 7.29*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통합리모컨의 태스크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한 가전기기 마크업 언어 27

그림 8 상황에 따른 버튼 클릭 횟수

그림 9 SUS 사용성 평가 결과

그림 9는 일반 통합리모컨과 제안하는 통합리모컨의 

SUS 사용성 평가 결과이다. 제안하는 통합리모컨의 사

용성 평가 점수는 평균 80점으로 일반 통합리모컨의 

58.6점보다 높은 사용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항

목별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제안하는 통합리모컨

이 일반 통합리모컨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문항 

SUS-6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는 하나의 태스크 버튼에 다양한 기기의 버튼이 매핑되

는 경우, 각 기기의 기능이 수행되기까지 시간지연이 있

어 피험자들이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SUS 사용성 평가 결과의 차이는 t-검정 결과 p <

0.001(1.56*1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태스크 기반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언어인 HAML을 제안하였다. HAML은 XML 기

반의 인터페이스 기술언어로 홈 네트워크 환경을 표현

하기 위해, 기기 기술언어, 태스크 기술언어, 동의어 기

술언어로 구성되고, 통합리모컨은 HAML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태스크 단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또한, 통합리모컨은 태스크에 필요한 기기를 파악하

고 필요한 사전 설정을 자동으로 함으로써 사용자는 기

기의 연결 상태 및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없이 가전기기

들을 조작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태스크 수행

에 꼭 필요한 버튼들만 구성되어 간단한 조작만으로 기

기를 제어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의어 기술언어를 통해서 기기 기술언어와 태

스크 기술언어간의 의미 정보 기반 연결을 시도하므로,

통합리모컨은 기기 기술언어의 내용이 바뀌어도 사용자

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자

신의 홈 환경과 다른 기기 정보를 가진 환경에서도 동

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사용자는 TV보기, DVD보기 

등과 같은 상위 수준의 작업단위인 태스크 선택을 통해

서 간단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의 특별한 설정없이 언제 어디서든 휴대 단말기를 통해 

상위 수준의 기기제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한, 기기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사용자가 

손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태스크 버튼의 매크로 기능에서 발생

하는 버튼간의 시간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다단계로 이루어진 각 기기의 메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

스와 관련된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기기 명세와 태스크 명세를 확장해야 하고,

정보 소스나 의미 정보 사이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기나 태스크 명세의 설계를 위

한 효과적인 설계툴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에

게 개인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기기와 

태스크를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개

인의 성향이나 취향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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