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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연구를 위해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유

사한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모달리티라고 부르며, 다양한

단말기 및 서비스 환경에 따라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가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에는 각각의 모달리티가 갖는 정보 형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 연동이 어

려우며 상호 보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EMMA(Extensible 
Multimodal Annotation Markup language)와 MMI(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표준에 기반하여 복수의 모달리티를 상호연동할

수 있는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를 제안한다.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는 W3C 표준에 포함된 MC(Modality Component), IM(Interaction 
Manager), PC(Presentation Component)로 구성되며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모달리티의 수용 및 확장이 용이하다. 
실험에서는 시선 추적과 동작 인식 모달리티를 이용하여 지도 탐색 시나리오에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Abstract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enables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computers by using a human-familiar interface 
called as Modality. Recently, to provide an optimal interface according to various devices and service environment, an advanced 
HCI method using multiple modalities is intensively studied. However, the multimodal interface has difficulties that modalities have 
different data formats and are hard to be cooperated efficiently. To solve this problem, a multimodal communicator is introduced, 
which is based on EMMA(Extensible Multimodal Annotation Markup language) and MMI(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 of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standards. This standard based framework consisting of modality component, interaction 
manager, and presentation component makes multiple modalities interoperable and provides a wide expansion capability for other 
modaliti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multimodal communicator is facilitated by using multiple modalities of eye tracking 
and gesture recognition for a map browsing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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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HCI(Human Computer Interface)는 사용자와 컴퓨터간

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이
상호작용은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서 발현되는 작동을 의미한다. 현재 HCI 기술은 사용

자와 컴퓨터간의 정보 전달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위치 기반 디바이스 혹은 포인팅 디바이스

들을 이용한 방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기계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를 개선시키고

자 최근 HCI 기술은 인간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인터

페이스가 연구되고 있다. 아직은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따르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자연 언어 인식, 움직

임 인식 기술 등의 발달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간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모달리티라고 부른다
[1]. 모달리티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인간 또

는 기계가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 기기와 대화하는 환경 등

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간 친화적인 모달리티를 HCI에 이

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력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기

가 필요하다. 그 예로는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

에서부터 인간의 시선을 추적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시선

추적기, 손동작인식을 위한 장치 등이 있다
[2]. 

최근 다양한 단말기 및 서비스 사용 환경에 따라 사용자

에게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멀

티모달 인터페이스(Multimodal Interface)라고 한다.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제스처, 시선, 손의 움직임, 행동

의 패턴, 음성, 물리적인 위치 등 인간 친화적이며, 사용자

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부호화하는

인지기반 기술에 근거한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모달리티

의 입출력을 허용하고, 모달리티들의 조합과 입력신호들의

통합해석 등을 통해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다양한 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모달리티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모달리티 기기마다 다

른 데이터 포맷 및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모달리

티간 정보형식과 입력신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고 모달리

티간 상호 연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성능을

발휘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모달리티

를 활용하여 연동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더라도 추후

새로운 모달리티를 추가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에 따라 모달리티간 효율적인 상호연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Multimodal Interac- 
tion 워킹 그룹은 EMMA(Extensible Multimodal Annota- 
tion markup language)와 MMI(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EMMA는 멀티모달 상

호작용을 통해 웹(We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스피치, 언어

텍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한 해석을 통일

된 입력 형식으로 정의하고 그 해석을 위한 주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MI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응

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들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

고 있다. 이는 입력, 출력, 인터랙션 관리기, 세션, 시스템

환경, 응용 서비스 요소 등을 포함한다. 
앞서 설명한 복수 모달리티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호연동성, 활용성, 확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W3C의 표준에 기반한 멀티모달 커뮤니

케이터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

에는 MMI에서 정의한 요소인 MC(Modality Component), 
IM(Interaction Manager), PC(Presentation Component)를
포함한다. 제안하는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는 표준을 기반

으로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모달리티를 연동시키기가 용이

하며, 각각의 모달리티가 갖는 정보를 통합하고 이용함으

로써 사용자 의도 판정에 대한 불명확도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고, 모달리티들의 상호연동 형태로 다양

한 조합의 사용자 명령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전달율을 증

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멀티 모달의 확장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IM의 유연적 작업결정엔진(FDE, Flexible 
Decision Engine)을 설계하였다. 이는 복수의 모달리티로부

터 입력된 데이터를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Task를
결정하는것을 시스템 내부에서 고정화 시키지 않고, 외부

에서 정의된 테이블을 시스템에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사용자가 테이블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정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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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연적 작업 결정 엔진 테이블(FDET, Flexible Deci- 
sion Engine Table)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

커뮤니케이터는 복수 모달리티 정보를 조합하여 다양한

task를 실행하도록명령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달리티관련

기술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시스템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

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선 추적기와 손동작 인식기를 활

용한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 구현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

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관련 기술

본장에서는모달리티에관련된기술들과, W3C의 EMMA, 
MMI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커뮤니케이터 관련 기술

사용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XML기반의 스크립터들이 개발되었다. 이를

스크립팅(Scripting)기술이라고 부르며, 그 예는 표 1과 같

다. 다음으로 AUI(Attentive User Interface)라는 기술이 있

언어 설명

SCXML(State 
Chart XML)

State machine notation for control abstraction.
World Wide Web Consortium [3]

VoiceXML Voice Extensible Makeup Language.
World Wide Web Consortium [4]

BML
Common framework for multimodal 

generation.
The behavior markup language. [5]

FML The next step towards a functional markup 
language. [6]

PML Perception markup language.
Perceived nonverbal behaviors. [7]

MML Multimodal dialog description language for 
Rapid system development. [8]

표 1.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
Table 1. Languages for Interaction

으며 이는 인간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인터페이스로 과거 문자를 기본으로 한 조작환경 CUI 
(Character User Interface)에서 현재 아이콘을 바탕으로 마

우스를 이용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와는 다르게

사용자에게 친환경적인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

용자의 의도를 인식하는 인터페이스이며,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대화채널을 인지하는 오감 인터페이스 기술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상황인지 인터페이스의 컨텍

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는 사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이용하여 기기

가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예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기기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시청할 때 사용자의

눈동자가 사라지면 비디오가 일시 정지되는 방식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과 컴퓨터간의 AUI 인터페이스는 포인터

와 메뉴, 아이콘을 이용하는 GUI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각, 음성, 움직임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자연친화적인

AUI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발전하고 있다
[9][10].  

2. W3C 

W3C의 Multimodal Interaction Working Group은 멀티

모달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모달리티 재사용성의 증가, 분
산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환경구축, 유지보수 용이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웹 기반의 다양한 모달리티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과 개방형 아키텍쳐 멀티모달 프로그램을 쉽

게 개발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W3C에는 MMI, EMMA, 잉크 마크업 언어의 총 세 가지

표준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모달 커뮤니케

이터는 MMI와 EMMA 표준에 기반하여 설계한다. 그 이유

는 MMI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응용서비스의

구현 요소를 포함하고, EMMA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때 단일 모달리티들의 입력요소를 공통적으로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MMI(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11]

표 2는 MMI가 포함하는 5개의 요소를 보여준다. MMI 
표준은 표 2에 나와 있는 MC, IM, PC에 초점을 맞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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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Fig. 1. Life Cycle Event

Component Description
Modality 

Component
(MC)

e.g.) Speech, GUI, typing, camera, etc.

Fusion 
Component

Integrating inputs from multiple modalities that 
represent a unified user intent.

e.g.) Speech combined with a pointing gesture, 
etc.

Interaction 
Manager 

(IM)

Using the fused multimodal inputs to determine 
the user’s intent.

The task to be performed is determined in the 
interaction.

Fission
 Component

Determining how to best present the IM’s 
response to the user.

e.g.) Whether to speak, display typed input, or 
display graphics

Presentation 
Component 

(PC)
Presenting the system output to the user.

표 2. MMI 요소
Table 2. MMI Components

고, Fusion 및 Fission 요소는 그 기능 및목적만 기술할뿐

표준화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Fusion 및
Fission 요소를독립적인 MC와 IM으로 대체하여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M에 대해서도 구현을 위한 구체

적인 내용은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IM의 개

발을 위한 언어로 SCXML(State Chart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제시하고 있다. SCXML은 기존의 상태 다이

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는 XML 언어들을 통합하고 대체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복잡한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표준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원칙

은 캡슐화이다. MMI에서는 이 캡슐화를 라이프 사이클

(Life Cycle) 이벤트로 정의한다. 캡슐화의 이유는 각각 다

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모달리티를독립적으로 하나의 시스

템에서 동작시키기 위함이다. 그림 1은 라이프 사이클의흐

름을 보여준다.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는 Request와
Response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시작 및 중지와 같은 요청

과 응답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Generic Control Event와 처

리결과와 구성요소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이벤트로 이루어

져 있다. MMI는 라이프 사이클에 관해 다음 8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① MC는 MMI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야 한다.
② MC는 외부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③ MC가캡쳐또는 프로세싱하거나 미디어를 다룰경우

허용되는 미디어 포맷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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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 전체 시스템 구조
Fig. 2. Multimodal Communicator System Structure

④ 이벤트 전송계층에서 MC와 IM사이의 사용에 대한

프로토콜을 지정해야 한다.
⑤ 인간의 언어를 지정해야 한다. 단, 특정 언어의 경우

지원되는 언어를 나열해야 한다.
⑥ 지원 언어를 지정해야 한다.
⑦ EMMA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⑧ 오류코드와 그 의미를 지정해야 한다.

2.2. EMMA(Extensible Multimodal Annotation)[12]

EMMA는 W3C Multimodal Interaction 워킹 그룹 표준

으로,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통해 웹(Web)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음성, 자연언어, 텍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력 신호

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을 제공한다. 특히 대화 형식의 입력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달리 수집정보를 통일된 입력

형식으로 정의하고 그 해석을 위한 주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EMMA 표준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기술

한다. 첫 번째로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의미론적인 표준, 두
번째로는 사용자 입력의 구체적인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의

미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세번째로독립적인 모달리티 프

레임워크 정의, 마지막으로 입력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

의한다. EMMA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종류및 특징은 다음

과 같다. Instance Data는 EMMA 문서의 소비주체에게 전

달될 입력 정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마크업을 의미하며, 

실행시간에 입력 프로세서들에 의해 구성한다. Data Model
은 Instance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제약을 표시하고, 
Metadata는 Instance에 포함된 데이터와 관련된 주석을 표

시한다. 

Ⅲ.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

본 장에서는 W3C의 EMMA, MMI 표준에 기반한 멀티

모달 커뮤니케이터의 전체 시스템 구조 및 XML 구조를 설

명하고, 마지막으로 멀티모달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IM
의 유연적 작업 결정 엔진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전체 시스템 구조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표 3은 시스템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2의
모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을 위한 모달리티 정보 입

력 모듈인 MDI와 모달리티 입력데이터를캡슐화시키기 위

한 MC, 모달리티의 정보를 통합시키는 IM, 사용자가 원하

는 작업을 실행시켜주는 PC를 보여준다. 모듈간 정보 전달

을 위한매체와관련하여, MDI와 MC 및 MC와 IM의 통신

은 미리 정의된 패킷에 기반한다. 이와 달리 IM과 PC는



박대민 외 4인 : W3C 기반 상호연동 가능한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    145
(Daemin Park et al. : W3C based Interoperable Multimodal Communicator)

Component Output Data 
Format Data 

Modality User information Pattern, Feature, Gesture 
etc...

MC Predefined packet
LifeCycle ID, Modality ID, 
TimeStamp, Length field, 

Data field

IM XML Data type,
Data length, Data

PC Application event

표 3. 시스템 구성요소
Table 3. System Component

W3C 표준에 기반하여 EMMA 형식의 XML로 정보를 표

현하여 전달한다. 각각의 모듈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기술

한다. 

1.1 Modality Data Input(MDI)
MDI는 모달리티로부터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한 모듈

로 그림 2의 MDI 1, MDI 2 등 다수의 모달리티로 구성될

수 있다. 각 MDI는 모달리티 입력, 시각화(Visualization), 
송신(Transmission)으로 구성된다. 먼저시각화는 모달리티

의 입력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송신은 모달리티가 받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MC에 전송하는 역할

을 한다. 상기의 송신 처리방법은 소켓 통신의 클라이언트

로 구현될 수 있다.

1.2. Modality Component(MC)
MC는 MDI에 대한 입력데이터를 W3C 표준에 맞추어

캡슐화 시키기 위한 모듈로서 W3C의 라이프 사이클에 기

반하여 IM과 통신한다. 그림 2의 우측상단은 MC의 모달리

티 입력 처리 모듈구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수신

(Reception)은 모달리티에서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

할을 한다. 패킷생성(Packet Creation)은 수신 데이터를 패

킷으로 재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MC와 IM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Request와 Response를 주고받는다. 
표 3을 보면 MC의 출력 데이터 형식은 사용자 정의 패킷이

고, Data에서 라이프 사이클 ID는 현재 연결 및 전송 상태

에 대한 ID, Modality ID는 현재 연결된 모달리티들에 대한

ID, TimeStamp는 현재 모달리티에서 전송되는 값에 대한

시간, Length Field는 현재 데이터 필드의 길이 값이며, 마
지막으로 Data Field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정

의한다. 

1.3 Interaction Manager(IM)
IM은 MDI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

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정보 혹은 시

스템이 수행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IM은 그림 2의 우측

하단과 같이 라이프 싸이클, 패킷파싱(Packet Parsing), 유
연적결정엔진(FDE, Flexible Decision Engine), 유연적결

정 엔진 테이블(FDET, Flexible Decision Engine Table), 
XML 생성(XML Generation), 송신(Transmit)으로 구성된

다.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라이플 사이클은 상기 MC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Request 및 Response를 수행한다. 
FDE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 별로 전달된 정보를 통합적으

로 의미 해석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통합된 정보

에 해당하는 수행 작업을 결정한다. FDET는 FDE가 수행

작업을결정하기 전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테이블이다. 송
신은 PC에 XML을 송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4 Presentation Component(PC)
PC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

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수신(Re- 
ceive), XML 파싱(XML Parsing), 출력(Output)으로 구성

된다. 수신은 IM으로부터 송신된 XML을 수신 처리한다. 
XML 파싱은 XML 문서의 Instance 데이터만 추출하는파

싱 작업을 수행한다. 출력은 사용자가 모달리티를 이용하

여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출력을 수행한다. 

1.5 XML 구조
제안방법은 라이프 사이클표준에 기반한 통신을 지원하

여, IM이 다양한 환경의 PC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를 위하여 IM에서는 PC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표준

에 맞는 XML을 생성하여 전송하게 된다. 그림 3은 송수신

하는 XML의 예제를 보여준다. 소스에서 emma:emma는 현



14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2015년 1월 (JBE Vol. 20, No. 1, January 2015)

<emma:emma version="1.0"
    xmlns:emma="http://www.w3.org/2003/04/emma"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http://www.w3.org/2003/04/emmahttp://  

     www.w3.org/TR/2009/REC-emma-20090210/emma.xsd"
    xmlns="http://www.example.com/example">
    <emma:interpretation id=“xx“>
    </emma:interpretation>
</emma:emma>

그림 3. XML 구조
Fig. 3. XML Structure

재 XML의 emma 버전을 포함한 기본 정보 표기이다. 
emma:interpretation는 IM의 작업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요소를 가진다. interpretation id는 PC에서 수

행해야할 작업이 표기된다. XML의 생성 및 전송은 전체

시스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M에서 PC로명령을 전달할

경우 EMMA 표준을 따르는 XML을 그림 3과 같이 생성하

여 전송한다. 

2. IM의 유연적 작업 결정 엔진

IM 유연적 작업결정엔진(FDE)은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복수의 모달리티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를 하나로 통합

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정보

혹은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일을결정한다. 이로써 멀티모

달리티의 확장성을 높여, 다양한 MC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각의 패턴 및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IM의 작업 명령을

유연한 체계로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IM을

변동 및 구동할 수 있도록 작업명령에 대한 정보를 table로
입력할 수 있게 지원한다. 

2.1. 구조
IM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

는 테이블(FDET)을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모달리티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설정할 수 있다. FDET 설정을 완료한

이후에 MC로부터 데이터가 입력되면 사용자가 정의한 값

에 따라 유연적 작업 결정 엔진을 통하여 작업이 결정된

이후 해당작업을 PC로 전달한다. 우선 IM이 동작할 시에

FDET를 로드하여 FDE를 설정한다. FDET는 IM에서 복수

의 모달리티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유연적 작업결정하여

PC로 전달할 명령을 결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

의 가능하도록 구성된테이블이다. FDET를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서 MC의 정보의 처리 방법과 PC로의 명령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FDET가 초기화되면 Decision 
Engine은 그림 4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 MC로부터 데이터

를 받거나 PC로 task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IM의 Decision Function(IMCDF)
Fig. 4. Decision Function(IMCDF) of IM

Elements

ID

FID

Read_Write_Param
if (FID == “Internal Save”) 

Num_of_Data

if (FID == “Combine”) ID

Action

표 4. IM Flexible decision table의 예 및 IM의 처리
Table 4. An example of flexible decision table and processing o in-
tegration Manager

 

2.2 IM의 Common Decision Function(CDF)
CDF는 FDE에서 Task를 결정할 때 복수 모달리티의 데

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정의하는 함

수이다. FDET에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활용될수 있는 함수로 CDF를 구성

한다. 제안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IM에서 작업 할당을 위한

공통 함수로서 3가지를 정의하였다. 이는 Internal save 함
수, Combine 함수, Bypass 함수이다. 각 함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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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먼저 Internal save 함수는 MC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를 추후 Task 할당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IM 내부

에저장하는역할을 한다. Combine 함수는 MC로부터 입력

되는 패턴(ID) 및 데이터와 IM의 내부저장 데이터를 조합

하여 작업을 할당할 수 있다. 내부저장값은 이전에 입력된

동일 혹은 다른 모달리티로부터의 데이터를 Internal save 
함수가 저장했던 값이다. 마지막으로 Bypass 함수는 MC 
입력을 단순하게 PC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표 4는
FDET의 정의 방법을 보여준다. 표에서 ID는 개별 모달리

티의 패턴 정보를 유일하게 정의한다. 각 모달리티는 보내

려는 정보의 패턴에 따라 ID를 정의하고 필요하다면 데이

터를 함께 전송한다. 즉 ID는 MC의 패턴별로 정의하므로, 
하나의 모달리티가 IM으로 전송하는 ID의종류는 하나 이

상이다. FID는 현재 패턴(ID)의 입력에 대해 어떤 CDF를
사용할것인지 대해 지정할 수 있다. Read_Write_Param는

현재 ID의 FID가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활용된다. 첫번째는 현재 ID의 FID가 internal save인 경우

이다. 이 경우에서는 현재 ID와 함께 입력된 MC의 데이터

를 추후 다른 ID가 입력되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ID로

구분된 IM의 특정내부저장 공간에 MC가 현재 ID와 함께

전송하는 데이터를 저장시킨다. 이를 위하여 Read_Write_ 
Param는내부저장소에 기억시킬정보의 개수를 정의한다. 
IM의 FDE은 이 정보의 개수를 이용하여저장 공간의 생성

및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 ID의 FID가

Combine인 경우이다. 현재 ID가 입력되었을 때 이미 IM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IM의 저장 공간에 접근

할 데이터의 위치를알수 있는 ID 값을 Read_Write_Param
에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Action은 PC로 명령하는 정보를

정의한다.

Ⅳ. 실험

1. 구현 시스템

제안하는 멀티모달 커뮤티케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선 추적기(Gaze Tracking Module, GTM)와 키넥

트 동작 인식기(Kinect Gesture Recognition Module, 
KGRM)를 모달리티로 활용하였으며, MC와 IM은 표준에

기반하여 구현하였고, 마지막으로 PC는 네이버 맵 API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맵 브라우저를 사용하였다. 

1.1 멀티모달리티
멀티모달리티는 사람의 시선정보를 이용한 시선추적기

와 손 모양을 인식하는 손동작 인식기가 이용되었다. 시
선을 인식하기 위한 모듈은 Eye tech사의 VT2XL을 사용

하였고, 손 모양을 인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KGI)는
Microsoft사의 Kinect Xbox 360을 사용하였다. 그림 5는
사용된 기기를 보여준다. 기기들로부터 획득한 모달리티

데이터를 MC로 보내주기 위하여 GTI는 시선추적 데이터

를 화면의 좌표데이터와 현재 시간을 출력으로 보내주고

KGI는 손의 상태에 따른 출력을 전송한다. 손의 상태는 손

동작 인식기에 손이 인식되는 경우의 시점부터 손의 상태

에 대한값을 출력으로 보내준다. 출력 정보는 손의 인식과

불인식 경우와 각 상태에 따른 현재시간을 전송한다. 그림
6에서 (a), (b)는 KGI와 GTI의 상태창을 보여주며, (a)에서

우측의 메시지 박스는 KGI에 의한 손 인식 상태를 보여주

며, Connect와 Disconnect 버튼을 통해 MC와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GTI 또한 KGI와 같이 버튼을 통해

MC와 연결할 수 있으며, (b)의 아래 메시지 박스에는 추적

된 시선의 좌표값을 초당 13개씩 보여준다. 

   

그림 5. Eye tech VT2XL, Microsoft Xbox36
Fig. 5. Eye tech VT2XL, Microsoft Xbox36            

1.2 Modality Component(MC)
MC는 상기의 모달리티의 출력을 W3C 표준에 맞추어

캡슐화를 시키고 IM과 통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림 6의
(c)는 MC의 구동 소프트웨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Connection B/W modality and MC는 복수의 모달리티와

연결하기 위한 MC의 IP 주소이며, 각각의 모달리티는 MC
와 연결하기 위해 이 IP 주소를 이용한다. 라이프사이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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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 (a) 손동작 인식기(KGI), (b) 시선 추적기(GTI), (c) MC(Modality Component), (d) IM(Interaction Manager)
Fig. 6. Multimodal Communicator (a) KGI, (b) GTI, (c) MC(Modality Component), (d) IM(Interaction Manager)

MC와 IM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며, MC와 IM이 연결될

경우 앞서 설명한 MMI의 라이프 사이클이벤트가 구동된

다. Messages from Modalities는 현재 각각의 모달리티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출력시켜 보여주고, 이 정보는

IM 유연적 작업 결정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모달리티

부분은 현재의 각 모달리티에서 시간에 따라 어떠한 모달

리티의 정보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1.3 Interaction Manager(IM)
IM은 MC로부터 받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PC가 수

행할 Task를결정하고, 이를 PC에 통보하는 과정을 수행한

다. 그림 6의 (d)는 IM의 구동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며, 
Message from MC 는 MC에서 보내준 정보를 통합하여 출

력시켜주는 부분이다. 이 정보는 다시 PC로 전송하여 사용

자의 의도에 맞게 PC에서 수행된다. 라이프사이클은 MC
와 마찬가지로 IM과 MC간의 통신상태를 보여준다. 

1.4 Presentation Component(PC)
PC는 IM으로부터 온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사

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7의 PC 화면
에 보이는 상태창은네이버맵 API를 이용하여 제작한 PC
용 맵 브라우저이다. 

2. 시스템 동작

상기 설명한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가 PC의맵브라우저를 동작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동작

과정은 시선과 제스처 2개의 모달리티를 이용하여 기본클

릭기능 및맵브라우저의 확대, 축소, 이동, 사진보기 기능

을 지원한다. 표 5는 템 동작시 상기 설명한 FDET의 실제

예시를 보여준다. ID 값에 따라 0이면 internal save, 1이면
combine, 2면 bypass를 의미한다. Read_Write_Param는

FID에 따라서 IM의내부저장공간을읽거나쓸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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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ID Read_Write_Param Action Scenario

0 2 2 “none” When the input from the Gaze Tracking Module ID = 0 and gaze position data <352, 457>, 
the Two data storage (352, 457) for a specified ID = 0 IM internal storage

1 0 0 “click”
When the input from the Kinect Gesture Recognition Module (ID = 1) is, (ID = 0) to read 
data from the two IM internal storage of those specified by the (352,457) obtained from a 
Gaze Tracking Module "click" and the operation command transferred to the PC together.

2 1 “Bypass” When the input from the Kinect Gesture Recognition Module (ID = 2) is simply transmitted 
to the PC that is passed from the data modalities, regardless of other modalities.

표 5. IM Flexible decision table의 실제 예 및 IM의 처리
Table 5. An practical example of flexible decision table and processing of Integration Manager

기 위한 정보이다. FID가 internal save인 경우에는 ID로 계

산된 메모리 시작 위치와 FDET에서 정의한저장할 데이터

의 개수를 이용하여 MC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FID가 combine인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모달리티에서

전달된 정보들 혹은 하나의 모달리티에서 상이한 시간에

전달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Task를 만들어내는역할

을 수행한다. Internal save의 예로는 MC로부터 ID가 0인
값이 전달된 때이다. 이때 FDET에 의해 FID 2인 function
을 호출해야하므로 internal save 함수가 호출된다. 또한

Read_Write_Param이 2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ID로 계산된

IM 내부저장공간에 2개의변수를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MC로부터 전달된 2 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Combine의
예로는 MC로부터 ID가 1인 데이터를 전송받았을 경우이

다. 이 때 IM의내부저장공간에저장되어있는 x, y 시선좌

표값과 더불어 “click”이라는 Task가 PC로 전송한다. 이러

한 정보는 EMMA 형식에 맞춘 XML로 생성하여 PC로 전

달한다. 
그림 7은 시선 위치와 손의 움직임정보를 받아클릭기능

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PC 화면에서 사용자의 시선이 맵

브라우저에 고정되고, 그림 8처럼손의 움직임이 인식된 후

사라질 때클릭이벤트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모달

리티를 조합하여 더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8은 확대, 축소 기능을 보여주며, 이 기능은 다음

2 가지 방법으로 구동할 수 있다. 우선 그림 9에서 사용한

클릭이벤트를 이용하여 모니터의 +, - 버튼을 이용하는 방

법이다. 즉 사용자는 시선으로 +, - 버튼을 지정하고 한 손

을 들었다내림으로써지도의 확대/축소를명령할 수 있다.

그림 7. 기본 클릭 기능
Fig. 7. Click Functiona

 

그림 8. 맵브라우저 확대, 축소 기능
Fig. 8. Map browser Zoom in, ou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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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방법은 사용자가 확대/축소를 원하는 지도의 위치를

약 1초간 응시한 이후에 두 손을벌림 혹은 좁힘으로써 그

폭만큼바로 확대, 축소하는것이다. 두 손 사이의 거리계산

은 IM에서 시간별로 두 손의 거리를저장하고약 1초의 시

간 동안 두 손의 거리가 일정한 비율에증가, 감소할 경우

수행한다. 이와 같이 시선으로 지도 위치를 지정하고 두 손

을 벌리거나 좁힘으로써 지도의 확대 혹은 축소를 수행함

으로써복수의 모달리티를 이용하여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를 실현하였다.
그림 9는 지도의 이동 기능을 보여준다. 동작 과정은 그

림 7에서 사용한클릭이벤트를 이용하여 이동버튼을누르

면 맵 중간에 4 방향의 버튼이 출현한다. 움직이고자 하는

버튼에 시선을 두고 손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이동을 수행

그림 9. 맵브라우저 이동 기능
Fig. 9. Map browser Move Function

그림 10. 맵브라우저 사진보기 기능
Fig. 10. Map browser Photo view Function

한다. 그림 10은 추가 부가정보 보기 기능을 보여준다. 동작

과정은 그림 7에서 사용한 클릭 이벤트와 같이 맵에 있는

사진(Mark)을 응시하고 손을 움직이면추가 부가정보가 화

면에 나타난다. 
상기 동작과정은 인간의 시선추적과 손동작인식을 이용

한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하였다. 현재의 보편적 인터페이

스는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기계적 입력 수단이 필요하

고, 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에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제안한 멀티모달 커뮤니케이터는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상기 단점을극

복할 수 있었으며, 단일 모달리티를 사용할 경우에 생기는

불정확성과 정보 전달의 오류를 복수의 모달리티를 사용함

으로써정확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

다. 또한, 시스템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편의를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 MMI 표준은 상호작용을

위해 개략적인 구조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넓

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모달리

티를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 부분

이 취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멀

티모달 커뮤니케이터에 IM의 FDET를 제안하였다. IM의

FDET를 활용하면미리 정의된 복수 모달리티의 입력과콘

텐츠 소비 기기로의 출력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출현할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조합을 위한 확

장도 용이하다. 

Ⅴ. 결 론

복수의 모달리티를 활용하면더욱인간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모달리티를 개발하는 회사

마다 다른 포맷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달리티간의 정보형식

과 입력 신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고 상호연동성에 문제

가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3C 표준에 기반한 멀티

모달 커뮤니케이터를 제안하였다. 이는 복수의 모달리티를

상호 연동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복수의 모

달리티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유연적으로 조합하기 위한

FDE를 포함한다. FDE는 복수의 모달리티로부터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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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조합하여 사용자의명령을 지원함으로써정보 전

달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에게 복수의 모달

리티 입력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을 시스템에 고정화 시키

지않고 사용자가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제안 멀티모달 커퓨니케이터는 다수 모달리티에서의

추가검증및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확장 연구가 필요

하며, 이는 서비스 및콘텐츠의 양과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더 손쉽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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