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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TV, DVD, AV 등의 각종 가전기기가 보급되면서 사용자는 다수의 리모컨을 조작하고 기기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해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용자는 보통 기기 단위의 기능
을 일일이 제어하기 보다는 간단한 조작으로 다수 기기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함축된 상위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기존에는 다수의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각 기기의 리모컨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통합 리
모컨 등이 제안되었으나 고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각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 했고, 복수의 작
업을 하나의 버튼으로 수행하는 매크로 기능 등은 사용자가 직접 설계해야 하거나 직관적이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작업 단위를 태스크로 정의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기 사이의 연결성과 각종 값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태스크 기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기를 일일이 조작해야 하는 기존의 통합 리모컨과 달리, 기기의 연결 상태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태스크 단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복수의 기기를 제
어하는 작업은 기기의 상태에 따라 동작하여 사용자는 기기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 XML로 설계된 각 기기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및 태스크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현재 상태에 적적한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정내의 가전기기

들도 유/무선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무선 키보드/마우

스, 이어폰, 마이크 등과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들뿐만 아

니라, 홈 씨어터 시스템과 같이 TV 셋탑박스, DVD 플

레이어, 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다수의 장치들도 서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실현되면, TV, 에어컨 등과 같이 기존에 리모컨으로 조

작하던 가전기기들 외에도 조명, 창문, 보일러, 냉장고 

등의 가전기기들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조작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

면에, 각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통합되지 

않고 각각 존재한다[1].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는 원하

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기 제어 방법뿐만 아니라 기

기간의 연결 관계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많은 가전기기들은 제조업체에서 제공되

는 리모컨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전기기

의 수가 늘어나고 기기간 연결이 복잡해 짐에 따라서 사

용자가 기존의 리모컨을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

기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가전기기 제조사는 보

통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리모컨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수의 버튼을 만들지만, 그 

사용성은 1/3에 그치며[2], 오히려 사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홈 씨어터 시스템을 통한 영화관람의 경

우, 케이블이나 위성 TV 셋탑박스, DVD 플레이어, 오디

오, 비디오 등과 같이 다수의 장치를 동시에 조작해야 

하고,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리모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른 기기를 위한 리모컨은 유사해 보

이지만, 기기나 제조사에 따라 디자인이 다르므로 많은 

장치를 위한 리모컨을 모두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생

각보다 어려운 일이며[3],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 리모컨의 동시 조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

를 더욱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상위수준의 서비

스 작업 단위를 태스크로 정의하고, 이러한 태스크 단위

의 제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언어인 

HDML(Home Devices Markup Language)을 제안하며, 

이를 이용하여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다.

2. 다중기기 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정환경에서 다양한 기기들을 동시에 조작하도록 다

수의 리모컨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몇몇 업체들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TV 리모컨의 경우, 모드를 바꾸

어 TV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 비디오, 오디오 등

의 기기를 동시에 조작하도록 돕기도 하며, 소니는 각종 

기기의 적외선 신호를 기억하여 하나의 리모컨으로 제어

하는 통합 리모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

정환경에서의 다양한 기기들에 접근하기 위해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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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와 인텔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UPnP (Universal 

Plug and Play), 소니와 필립스 등이 제정한 HAVi 

(Home Audio Video interoperability), 썬 마이크로 시

스템이 중심이 된 Jini, 그리고 에체렌의 제어 네트워크 

기반기술인 Lonworks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ConvergeX 사의 경우, 이들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가정

환경을 조작하는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고, 

HomeLogic 사는 이미 700개 이상의 가정환경 제어 시

스템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이들 기술과 제품은 사용자

가 가정기기의 각종 기능을 사용하도록 리모컨과 기기를 

연결시켜 줄 뿐이어서 원하는 상위수준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복잡한 조작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기기의 리모컨을 하

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전에 정의된 환경에서만 적용

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전히 많은 조작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다중 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ichols와 Myers는 가정과 사무실의 각종 기기를 XML

형태로 기술하고 스마트 폰으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여 기기들을 제어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4]. 다양

한 기기를 스마트 폰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기기가 복합적으로 연동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기 제어는 불가능하고 사전에 

모든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

  Isbell 등은 사용자의 기기에 대한 사용 버튼을 분석하

여 주요 태스크를 선정하고 사용자별로 개인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제공하였다[5]. 이는 다양한 기

기를 스마트 폰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제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기기가 복합적으로 연동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기 제어는 불가능하고 사전에 모든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

  CMU의 Nichols 그룹은 사용자가 보다 편하게 복수의 

기기를 제어하도록 태스크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3]. 태스크 별

로 각종 기기의 연결관계를 사용자가 명시하면 기기별로 

사전에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당 태스크를 위

한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태스크 기반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복수의 

기기를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고 상위 수준의 명령을 

내리면 내부적으로 다수의 기기가 제어된다. 하지만 기

기 사이의 연결 관계를 명시해야 하고 생성되는 인터페

이스가 단순한 기기 인터페이스의 조합 수준에 머물러있

다.

3.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홈 씨어터 환경과 같이 다양한 기기들이 연

결되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각 기기

의 리모컨을 통해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변에 태스크와 연관된 기기들이 있는지 확인하

고, 둘째, 각 기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셋째, 원하는 태

스크 수행을 위해 적절한 기기에 적절한 명령의 전달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DML(Home Device Markup 

Language)의 설계와 이를 용한 태스크기반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사용자가 의미정보를 기반으로 손쉽게 태스

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리모컨을 제안한다.

device ::= "<device>" dev_id dev_name dev_concept 
(dev_src) (dev_des) variable {variable} functions 
"</device>"

dev_id ::= "<dev_id>" $string "</dev_id>"
dev_name ::= "<dev_name >" $string "</dev_name>"
dev_src ::= "<dev_src >" src_concept { src_concept } 
"</dev_src >"

dev_des ::= "<dev_des >" des_concept { des_concept } 
"</dev_des >"

variable ::= digit_variable  |  enum_variable
digit_variable ::= "<variable type = digit mode = " 
("parallel" | "harmonic" | "src" | "des") step " = " $float 
">"  var_id  var_concept  (src_concept)  min  max 
"</variable>"

enum_variable ::= "<variable type = enum mode = " 
("parallel" | "harmonic" | "src" | "des") ">" var_id  
var_concept  (src_concept)  value {value} "</variable>"

var_id ::= "<var_id >" $string "</var_id>"
min ::= "<min>" $float "</min>"
max ::= "<max>" $float "</max>"
value ::= "<value>" $string value_concept "</value>"
functions ::= "<functions>" protocol  button {button}  
"</functions >"

protocol ::= "<protocol format = " $string "/>"
button ::= toggle_button | set_button | inc_button | 
dec_button

toggle_button ::= "<button type = toggle var_id = " 
$string ">" btn_id  btn_name  btn_concept ir_code 
"</button>"

set_button ::= "<button type = set var_id = " $string " 
value = " $string ">" btn_id  btn_name  btn_concept 
ir_code_value  "</button>"

inc_button ::= "<button type = inc var_id = " $string ">" 
btn_id  btn_name  btn_concept ir_code  "</button>"

dec_button ::= "<button type = inc var_id = " $string 
">" btn_id  btn_name  btn_concept ir_code 
"</button>"

btn_id ::= "< btn_id >" $string "</btn_id>"
btn_name ::= "< btn_name >" $string "</ btn_name>"
ir_code ::= "<ir_code delay = " $int ">" ( 0 | 1 | # | ? ) 
{ 0 | 1 | # | ? } "</ir_code>"

그림 1. 기기 기술언어를 위한 BNF 형식

3.1 HDML

  HDML은 크게 기기 기술 부분, 태스크 기술 부분, 동

의어 기술 부분의 3가지로 구성된다. 기기 기술 부분은 

통합리모컨으로 하여금 기기의 내부 상태 알게 하고 기

기 조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태스크 기

술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 조작을 위한 정

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한 버튼들 간의 관계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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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다. 마지막으로 동의어 기술 언어는 태스크 기술 

부분에 기술된 기기 및 기기 기능과 실제 기기 및 기기 

기능간의 연결 관계 설정을 위해 사용된다.

  기기 기술 언어는 통합리모컨으로 하여금 주변 기기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기에 대한 정보를 기술 하는 

언어이다. 그림 1의 기기 기술언어를 위한 BNF 형식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기정보는 통합리모컨이 기기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아이디(dev_id)와 사용자에게 보여질 

기기명(dev_name), 영상, 음성 등과 같이 각 기기가 생

성하는 신호(dev_src)와 기기 최종적으로 수신할 수 있

는 신호(dev_des)가 명시된다. 그리고 기기의 내부 상태

를 표현하기위한 변수(variable)는 음량, 채널과 같이 실

수 값을 상태 값으로 갖는 변수들을 표현하기 위한 

digit_variable과, 채널(on/off), 외부입력(외부입력1, 외

부입력 2, RGB 등) 등과 같은 상태 값을 갖는 변수들을 

표현하기 위한 enum_variable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function은 리모컨의 통신 방법을 나타내는 protocol과 

리모컨의 각 버튼을 나타내는 button들로 구성되며, 

ir_code를 통해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보내지는 적외

선 신호 값이 인코딩된다.

  태스크 기술 언어는 만능리모컨이 태스크 기반 인터페

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태스크 기본 정보, 태스크 수행을 

위한 선행 조건과 태스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버튼에 대

해 기술한다. 그림 2는 태스크 기술 언어를 위한 BNF 

형식을 보여준다.

task ::= "<task>" tsk_id tsk_name tsk_concept {tsk_src} 
{tsk_des} tsk_function "</task>"

tsk_id ::= "<tsk_id >" $string "</tsk_id>"
tsk_name ::= "<tsk_name>" $string "</tsk_name>"
tsk_src ::= "<tsk_src >" (dev_concept | dev_concept 
src_concept) "</tsk_src>"

tsk_des ::= "<tsk_des>" (des_concept | dev_concept 
des_concept) "</tsk_des>"

tsk_function ::= "<functions>" tsk_button {tsk_button} 
group {group} "</functions>"

tsk_button ::= "<button>" tsk_btn_id tsk_btn_name 
(dev_concept var_concept value_concept | var_concept 
value_concept | dev_concept btn_concept | btn_concept) 
"</button>"

tsk_btn_id ::= "<btn_id >" $string "</btn_id>"
tsk_btn_name ::= "<btn_name>" $string "</btn_name>"
group ::= "<group>" grp_concept  grp_btn  {grp_btn} 
relation {relation} "</group>"

grp_btn ::= "<button btn_id = '$string'/>"
relation ::= t2b_relation  | l2r_relation | hor_relation
t2b_relation ::= "<relation  type = top2bottom>" button 
button {button}  "</relation>"

l2r_relation ::= "<relation  type = left2right>" button 
button {button}  "</relation>"

hor_relation ::= "<relation  type = horizontal>" button 
button {button} "</relation>"

그림 2. 태스크 기술언어를 위한 BNF 형식

  통합리모컨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스

크 수행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 졌는지를 확인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태스크 수행을 위한 신호 생성 기기

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이 신호를 수신하는 기기가 무

엇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기기의 내부 상태 값을 보고 

각 기기가 어떤 기기와 연결되었는지를 따라가며 연결된 

기기들을 찾는다. tsk_src와 tsk_des는 각각 태스크 수

행을 위한 신호 생성 기기와 최종 신호 수신 기기를 명

시한다. tsk_src를 통해서 태스크 수행의 소스 기기를 

기술하거나 특정 기기의 신호를 기술한다. 비슷하게 

tsk_dev를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처리할 신호나 신호 처

리를 위한 기기를 기술한다

  tsk_function에서의 group은 유사한 속성을 갖는 여러 

버튼의 그룹을 의미한다. 모든 그룹은 하나 이상의 

button으로 이루어지며, 그룹을 구성하는 버튼들은 그룹

의 특성에 따라 서로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는 기기 기

술자를 설계할 때 함께 정의되며 relation을 사용해 기술

된다. 버튼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관계는 top2bottom 
(상하관계), left2right (좌우관계), horizontal (병렬관계) 

의 세 가지가 있다. 이 관계 정보는 나중에 사용자 인터

페이스 구성 시, 그룹 내의 버튼 배치를 위한 레이아웃

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림 3은 relation type에 

따른 레이아웃 배치를 보여준다. (a)는 소리 올림과 소리 

내림 버튼을 상하 관계로 배치하고자 할 때, (b)는 재생, 

일시 정지, 정지 버튼을 병렬 관계로 배치하고자 할 때, 

(c)는 번호선택 1, 2, 3을 좌우 관계로 배치하고자 할 때

의 태그 및 실제 버튼 배치를 보여준다. 버튼의 모양은 

임의로 적절한 것을 사용했으며, 그림에서 'O'는 바로 배

치된 것을 의미하고, 'X'는 잘못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 

병렬 관계(b)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며, 상하 관계

(a)와 좌우 관계(c)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므로 버튼 배치 

시에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림 3. 버튼 간의 관계 정보

  마지막으로 동의어 기술 언어는 기기 기술 언어와 태

스크 기술 언어 간의 의미 정보 기반 연결을 위해서 사

용된다. 기기는 시간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기기 기술 언어와 태스크 기술 언어 간의 정적 

연결은, 환경의 변화에 있어 기기 기술 언어뿐만 아니라

태스크 기술 언어도 변경이 필요하다. 각 기기에 대한 

정보는 기기 제조사에서 생성해준다고 가정하면, A사에

서는 전원 기능을 ‘power’으로 기술하고, 동일 가전제품

을 취급하는  B사에서는 ‘pw’로 기술하는 것과 같이 같

은 기능을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데, 의미 정보 기반 매

핑을 통해 ‘power’와 ‘pw’가 동일한 기능을 가짐을 명시

하면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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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는 동의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동의어 기술 언어를 정의한다.

representation ::= ‘<representation>’ $string 
‘</representation>’

synonym ::= ‘<synonym>’ $string ‘</synonym>’
semantic ::= ‘<semantic>’ representation synonym 
{synonym} ‘</semantic>’

semantic_info ::= ‘<semantic_info>’ semantic {semantic} 
‘</semantic_info>’

그림 4. 동의어 기술 언어를 위한 BNF

  본 논문에서는 두 의미 정보의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

하기 위해 F-measure를 적용한다. F-measure는 정확

률과 재현율을 함께 고려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다음과 같이 평가 값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률과 

재현율을 동등하게 고려하기 위해 F-measure의 α값을 

1로 설정하였다.

 ×
××


 , 



기기 기술 언어
태스크 기술 언어 포함 미포함

포함 A B
미포함 C D

                      A, B, C, D : 빈도 수

3.2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 및 동작 과정

  본 절에서는 통합리모컨이 위의 기기 기술 언어, 태스

크 기술 언어, 동의어 기술 언어로부터 어떻게 태스크기

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환경

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첫째,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인식하고, 둘째, 주변 환경

에 어떠한 기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 

셋째,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기기들의 전원을 키고 기기

들 간의 연결 관계를 세팅하고, 마지막으로 태스크 제어

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리모컨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용

자의 수고를 덜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원하

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구성한다. 태스크 기반 인터페이스 위해서 통

합리모컨은 위의 사용자 예와 같이 첫째, HDML을 이용

하여 기술된 주변 기기 및 사용자 태스크 정보를 얻어오

고, 둘째, 현재 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태스크 목록을 작

성하고, 셋째, 사용자가 태스크를 선택하면 태스크 수행

을 위한 UID를 생성하고, 넷째, 생성된 UID를 바탕으로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방법의 시스템 동작과정을 보여준

다. HDML 파서는 기기 HDML과 태스크 HDML, 그리고 

동의어 사전에 있는 정보를 파싱하여 각 객체를 메모리

에 로드하고, 기기와 태스크 간의 연결관계를 동의어를 

기반으로 매핑한다. 태스크 검사 모듈은 현재의 기기 상

태를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태스크를 추출한다. 사용자

는 태스크 선택 모듈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

를 선택하고, UID 생성기는 선택된 태스크와 기기 정보 

및 기기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

페이스 생성을 위한 기술 언어인 UID를 생성하고, 이렇

게 생성된 UID는 UI 렌더러를 통해서 태스크 기반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그림 5는 시스템의 동

작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태스크기반 UI 생성 과정

  

 (a) 태스크 선택  (b) 그룹 버튼 확인  (c) UI 생성

그림 5. 시스템 동작 과정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태스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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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환경 연결 상태

TV-DVD TV 외부입력1에 DVD의 영상, 음성 연결

TV-AV 

리시버

-DVD

TV 외부입력1에 AV리시버의 영상, 음성 

연결

AV리시버 외부출력2에 TV의 영상, 음성 

연결 

AV리시버 외부입력2에 DVD의 영상, 음성 

연결

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 통합리모컨 환경과 

제안하는 통합리모컨 환경을 비교 평가한다. 실험은 10

명의 피험자로부터 일반 통합리모컨 환경과 제안하는 통

합리모컨 환경에서의 사용을 한 후, 태스크 수행을 위해

서 사용한 버튼의 횟수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 졌

다.

  피험자는 우선 TV, DVD가 갖춰진 환경에서 일반 통

합리모컨과 통합리모컨을 이용하여 표 1과 같은 태스크

를 수행한 후, AV 리시버가 추가된 환경에서 동일한 태

스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기기의 초기 상태는 표 2

에서 보여주고, 표 3은 기기 환경에 따른 기기 연결 관

계를 보여준다.

표 1. 사용자 태스크

태스크 내용

TV

보기

채널 변경 TV의 채널을 11번으로 변경한다.

소리 스끄럽게 소리를 시끄러운 정도로 설정한다.

소리 조용하게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로 설정한다.

DVD 

보기

DVD 재생 DVD를 재생한다.

소리 시끄럽게 소리를 시끄러운 정도로 설정한다.

소리 조용하게 소리가 작게 들릴 정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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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부출력 1

그림 6. 상황에 따른 버튼 클릭 횟수

  그림 6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 1은 기기 

환경이 TV와 DVD인 경우이고, 상황 2는 TV, AV리시

버, 그리고 DVD를 이용한 경우이다. 실험 결과에서 보

여주듯이 제안하는 방법은 기기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약 20번의 리모컨 클릭 횟수를 보이지만, 일반 통합리모

컨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설정해야 할 기기 상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 10회 

이상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스크에 참여하는 개별 기기의 User 

Interface Description으로부터 태스크 제어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하기 위한 기

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사용자는 가정환경의 각종 기기

를 일일이 제어하기보다는 상위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

기 원하는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태스크 단위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여 하나의 리모컨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기기 사이의 연결성과 각종 설정

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태스크 기

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기 명세와 

태스크 명세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 소스나 의미 

정보 사이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

으며, 기기나 태스크 명세의 설계를 용이하도록 효과적

인 설계툴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개인

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기기와 태스크를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개인의 성향이

나 취향을 함께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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