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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affective computing has been introduced in 90s, affect recognition technology has achieved

substantial progress recently. However, the application of user emotion recognition into software user

interface is in its early stages. In this paper, we describe a new approach for developing mobile user

interface which could react differently depending on user emotion states. First, an emotion reaction model

is presented which determines user interface reactions for each emotional state. We introduce a pair of

mappings from user states to different user interface versions. The reacting versions are implemented

by a set of variations for a view. Further, we present an authoring framework to help developers/designers

to create emotion-aware reactions based on the proposed emotion reaction model. The authoring

framework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burden of creating and handling multi versions for views at the

development process. A prototype implementation is presented as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authoring

tool DAT4UX. Moreover, a proof-of-concept application featuring an emotion-aware interface is

developed using th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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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감성 시스템이란 사람의 감정 상태를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감성컴퓨팅

은 감정의 인식(detection), 모델링, 표현(represen-

tation)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1].

90년대 이후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기술

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리학 및 뇌

과학적 방법을 결합하여 인식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

해졌다[2,3]. 그에 비해 인식된 사용자 감정을 적용하

여 감정 적응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은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감정 적응

형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는 특정 응용 분야 적용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6]. 본 논문에서는 

인식된 사용자 감정 상태에 따라 뷰와 이미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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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다른 방식

으로 대응하는 감정 적응형(Emotion-aware, 이하 

EA)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에 관해 살펴본다.

색깔과 이미지 등의 시각적 요소를 이용하여 감정 

상태를 표현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다[7]. 또한 디지털 이미지의 색과 사

용자의 감정 수용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있다[8]. 움

직임도 감정 표현의 중요한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은 차분한(가라앉은) 상태로 

인식되는 것이 그런 예이다[9]. 가상 에이전트가 얼

굴표정을 통해 감정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0]. 이와 같이 다양한 감정 표현 방법

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EA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감정 상태에 대응하는 적응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각 적응 상태 별로 구별되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뷰 단위로 감정 상태에 따라 적응 뷰 버전으로 반응

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적응 상태 별로 여러 개의 뷰 버전을 개발하는 것

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며, 이것을 소프트웨어에 통

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근 방법과 도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저작 도구가 많이 발표되었다[11-14].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된 DAT4UX 저작도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14] 여러 버전을 가지는 EA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쉽게 시스템에 통합하는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EA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적응 모델을 제안한

다. 이 모델은 적응 상태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뷰 단

위로 변경된 버전를 두고, 사용자 감정 상태에서 해

당 뷰 버전으로의 매핑을 정의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의 성격에 맞게 감정에 따른 대응 방식의 가이드라인

을 정하는 적응 정책의 개념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제안된 적응 모델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개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개

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저작 방법을 

DAT4UX 저작도구에 적용하여 프로토타입 편집기

를 개발하였다. 이 편집기는 문헌 상에 소개된 감정 

표현 기법[7-10][19-22]을 적용하여 감정 상태에 적

응하는 뷰의 변형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

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 어플

리케이션의 개발도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감정 모델 이론과 감정 인식 및 표현 

기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감정 적응 모

델을 소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EA 인터페이스 개

발을 위한 저작 도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기존의 저작도구 시스템에 확장하여 개발된 편집기

의 구현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소개한다. 5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2. 배  경

감성 컴퓨팅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계가 사용자의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고(인식 단계), 그 감정에 적절

하게 반응하고 (표현 단계), 그 결과로 사용자의 감정

이나 느낌을 향상시키는데 있다[1]. 현재의 모바일이

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근접통신과 다양

한 센싱 기술의 접목으로 이전보다 더 정확한 감정의 

탐색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감성 적응형 컴퓨팅 시

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15].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기술은 감성 컴퓨

팅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이다. 초기의 

얼굴 표정 인식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신경생리학

과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도입하여 탐색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현저한 발전을 보였다[2]. 이외에도 사용자

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탐

색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감정 인식이 현대의 

컴퓨팅 환경에서 점차 실현 가능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한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다

루고 표현하기 위한 감정 모델이 제안되었다. 러셀 

등[16]이 제안한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은 개

별 감정 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이차원 상의 x, y 좌표

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한 연구로 

피터 등[17]은 디지털 시스템 상에서 이차원 모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적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산체스 등[18]은 사회적 관계망 응용 시스

템에서 이차원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

를 인식하고 감정 상태를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사용

자 간에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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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dimensional emotion model [16].

시스템 상에서 인식된 감정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

는 것도 감성 컴퓨팅의 중요한 영역이다. 가상 에이

전트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는 얼굴 표

정이나 목소리 톤 등의 언어적 표현이 감정 상태의 

표현 또는 반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

된다[6,10]. 그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색깔이

나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감정 상태의 표현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 표현 기법이 사용자에게 수용되

는 방식과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색깔의 영향은 디

자인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고 특정한 칼라 필터가 

일정한 정도까지 감정적 수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19]. 테라다 등[20]은 동적인 색의 변

화로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이 사용자에게 효과적임

을 발견하였다. 한편 리 등[21]은 느리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긍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짐을 발견하였

다. 음악에 의한 감정 상태와 스크린 상에서 공의 움

직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22]. 이상의 결과

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감정적 상태

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정 인식 및 표현 기술을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적용하는 시도가 있었다. 감정 상태에 따른 반

응은 시스템 행동 논리의 변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로는 노약

자 대상 등 특수한 시스템이나[4,5] 이러닝과 같은 

특정 응용에서[6] 시스템 행동 논리 변경을 통해 감

정에 적응하는 방법이 많이 제안되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의한 반응의 예로는 최근 사진의 감정 측정

에 따른 디지털 액자의 EA 인터페이스 생성 방법이 

발표되었다[23]. 또 Bulevard 시스템은 상황 적응 기

능의 일부로 감정 인식과 적응을 적용한 프레임워크

를 제안하였다[24].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상태에 따

라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전으로 반응하는 개발 

방법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뷰 단위의 시각적 및 애

니메이션 효과를 통한 반응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모바일 환경에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에 적용하기 위하여 저작도구를 활용하는 접근 방법

을 제시한다. 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사용자 감정을 

감지하는 것은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저작도구가 많

이 발표되었다[11-14]. 일반적으로 저작도구는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보이는 그대로 편집할 수 있고 이를 

실행시키는 실행 환경이나 가상 기계 등의 제공을 

통해 개발할 시스템에 통합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목

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EA 사용자 인터페이스 저

작 기능을 저작도구에 확장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3. 제안 방법

3.1 감정 모델링

감성 컴퓨팅에서 다루는 감정 모델은 차원 모델과 

이산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원 모델은 기분

(valence)과 흥분도(arousal)의 두 개 축으로 표현하

는 2차원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한편 

이산 모델은 기본 감정이 서로 독립적이고 고유한 

심리적, 신경생리학적 기원을 가진다고 보는데, 그러

한 기원을 찾는 것 뿐 아니라 기본 감정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등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25,26].

감정 모델링은 감정 인식 기술과 연계되어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인식 방법과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과 감정 모델링의 문제를 범위

에서 제외하였으며,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피터 등의 2차원 모델을 도입하였다

[17]. 러셀 등이 처음 제안하고 피터 등이 디지털 시

스템에 도입한 이차원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감정 상

태를 x와 y 축의 좌표를 통해 이차원 공간에서의 상

대적인 위치로 표현한다. Fig. 1과 같이 x축은 기분,

y축은 흥분도를 나타내며, 평면 상의 상대적인 위치

는 대표적인 감정 상태와 매핑된다. 예를 들어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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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고 흥분도가 낮은 우측 하단은 평온한(calm)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기분이 중립적인데 흥분도가 

낮은 중앙 하단은 졸린(sleepy) 또는 피곤한(fatigue)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차원 상에서 두 

가지 요소의 값으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상태 측정이 가능

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의 프로토타입 구현에서는 최초 사용자의 

자가 진단에 기반한 감정 상태 측정을 사용하였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기분과 흥분도를 3점 척도의 값

으로 제출하면 그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측정한다.

3.2 감정 적응 정책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 감정 상태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인식된 사용자 감정 상태

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반응하는 방식의 기본 방향

을 “감정 적응 정책“(이하 정책)이라고 부른다. 소프

트웨어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는데, 문

헌 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닝 시스템은 사용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낮

은 흥분도일 때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6,27]. 그러므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높은 흥

분 상태일 때 진정시키거나 편안하게 유도하는 것

이 요구된다.

∙개인적인 지원 어플리케이션 분야에는 개인 비서

나 일기장 앱[28] 등이 있다. 이 분야는 사용자의 

개인적 감정이 더 솔직하게 표현되고 시스템 인터

페이스는 사용자의 측정된 감정 상태를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또는 협력 플랫폼 분야에서는 사용

자의 감정 상태를 이용하여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문헌 상의 여러 

연구에서 다른 사용자의 감정 정보 공유가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8].

∙추천 어플리케이션도 감정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의 감

정 상태에 기반한 음악 추천 시스템이 있다[29].

그러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반응보

다는 행동 논리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이다.

∙고객서비스 시스템 등에서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상담자를 지원 또는 보호하는 기능이 필

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

해 흥분 상태가 일정한 수준을 넘는지 판별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30].

시스템의 반응 방식은 크게 시스템의 목적을 우선

할 것인가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우선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러닝 시스템처

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목적에 따라 사용자 감정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반응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 그대

로 반영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을 통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기본 방향

을 미리 결정하여 이후의 시스템 개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문헌에서 발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도출하였다.

∙방향 정책(directional policy) : EA 인터페이스가 

측정된 사용자의 상태에 대해 시스템의 목적에 따

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흥분 상태인 경우는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침체되어 있는 경우는 기분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

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반영 정책(reflective policy) : 적응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인식된 사용자의 상태를 그

대로 반영하여 표현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그대

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3.3 감정 적응 모델

이 절에서는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먼저 정해지는 

정책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감정 적응 

모델을 살펴본다. 이것은 사용자 감정 상태에 대응하

는 적절한 반응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

용자 감정 상태 집합을 Suser라 할 때 시스템은 Suser의 

부분 집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

로 시스템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상태 그룹을 “적응 

상태”라 하고 적응 상태 집합을 SEA로 표시한다. 그

리고 사용자 감정 상태로부터 적응 상태로의 매핑을 



38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3호(2015. 3)

Fig. 2. EA policy and adjusted state editing dialog.

p : Suser ⟶ SEA (1)

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이차원 모델에서는 사용자 

상태 u ∈ Suser는 좌표 상의 점으로 표시되고 적응 

상태는 좌표 상의 영역으로 표시된다.

적응 상태의 결정은 미리 정해진 정책에 따라 시

스템의 반응 방식을 구체화시켜 결정하는 단계이며,

역시 개발 과정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Fig. 2은 

제안된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된 저작도구에서 정책

과 그에 따른 적응 상태 집합을 결정하는 대화상자 

화면을 보여준다. 이차원 모델 상에서 방향 정책과 

반영 정책에 해당하는 적응 상태 집합의 예를 각각 

보여준다. 적응 상태는 차원 모델 상의 영역으로 표

시된다. Fig. 2(a)는 방향 정책을 적용하여 각 적응 

상태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목적이 상태의 전환

을 의도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응 상태 집합은 

SEA-directional = {downward, upward, default}로 표시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래프 상 x 축의 왼쪽과 오른쪽

은 디폴트 상태를 적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2(b)는 반영 정책을 적용한 경우로 각 적응 상태에 

대해 그대로 반영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방향을 

나타낸다. SEA-reflective = {(-+,0+), (++, +0), (+-),

(--,0-), default}와 같이 다섯 개의 적응 상태를 가짐

을 알 수 있다.

적응 상태가 결정되면 각 적응 상태에 대해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여기서 구별되게 반응하는 단위는 뷰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뷰 단위로 구별되는 인

터페이스를 개발한다. 적응 상태 별로 만들어진 뷰의 

버전을 “적응 뷰”라고 하고 원래 어플리케이션이 가

지는 뷰 집합 V에 대해 적응 뷰의 집합을 VEA로 표시

한다. 그러면 적응 상태 별로 대응하는 적응 뷰를 찾

는 매핑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 : V x SEA ⟶ VEA (2)

주어진 뷰 v와 사용자 상태 u에 대해 적응 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vea = t(v, p(u)), where vea ∈ VEA, (3)

여기서 p(u)는 적응 상태, vea는 적응 뷰를 나타낸

다. 모든 적응 상태에 대해 별도의 뷰를 만들기는 어

려우므로 원래 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vea = v가 되고, 이 경우는 디폴트 뷰를 사용한다고 

한다.

4. 감정 적응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개발

3장에서 제안된 적응 모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개발을 위해 각 뷰에 대응하는 적응뷰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기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복잡도와 개발 부담이 요

구되므로 적절한 개발 방법과 도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을 기존의 저작도

구에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DAT4UX 시스템에 실제 확장한 프로토타입 구현을 

소개한다.

4.1 DAT4UX 저작도구 아키텍처

DAT4UX 시스템은 본 연구진에서 (주)야긴스텍

과 함께 개발한 저작도구 시스템으로 모바일 다중 

플랫폼 저작도구로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도구이다[14]. 모바일 앱의 개발은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며, DAT

4UX는 특히 디자이너가 모바일 앱의 시각적 표현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설계 결과를 개발자가 코드에 쉽게 통합하게 해 준

다. 그 결과 모바일 앱에 수준 높은 사용자 인터페이

스와 감성적 효과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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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ystem architecture diagram : DAT4UX authoring tool and the mobile rendering engine[14].

Fig. 4. Applying EA policy and EA views on a mobile application.

이 도구는 스프라이트 형태의 프레임 방식 또는 

open_GL 기반의 애니메이션 방식을 두 가지 모두 

지원한다. 뷰 단위의 레이아웃과 시각적 효과가 설계

되면 설계 결과는 중간표현 데이터로 저장되며, 모바

일 런타임 렌더링 엔진은 그 정보를 읽어 개발자의 

코드 부분과 결합하여 앱이 동작하도록 해 준다. Fig.

3는 DAT4UX 시스템 아키텍처를 자세히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EA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위해

서 Fig. 4의 아키텍처와 같이 적응 뷰 버전을 저작 

도구에서 개발하고 이를 중간 표현을 통해 실행 환경

에 전달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를 통합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제안 프레임워크

여기서는 3장의 적응 모델을 개발에 적용하기 위

한 프레임워크를 살펴본다. 저작 단계와 모바일 단말

에서의 실행 단계로 구성되는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 입력

1) 기존의 방법으로 개발된 모바일 앱과 기본 사용

자 인터페이스 (뷰 집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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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ditor view snapshot of the authoring tool prototype implementation.

2) 사용자 감정 상태 인식 모듈

∙ 저작 단계

1) 정책과 적응 상태 집합을 선택한다. (SEA 집합 

결정)

3) 선택된 뷰에 대해 적응 뷰를 개발한다.

- select a view v ∈ V,

- select a ∈ SEA,

- generate EA view va = t(v, a) ∈ VEA.

4) 디자인 결과를 중간 표현으로 저장한다. 중간 

표현은 감정 적응을 위해 다음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 적응 상태 집합과 매핑 정보,

- 각 적응 뷰의 변경 효과

∙ 모바일 단말의 실행 단계

1) 런타임 환경에서 중간 표현을 로드한다.

2)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

하여 상태 u를 구한다. (Fig. 5 A)

3)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상태에 대응하는 적

응 상태와 적응 뷰를 구한다. (Fig. 5 B)

4)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하는 뷰를 화면에 렌더

링한다. (Fig. 5 C)

이상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Fig. 4와 같다.

4.3 EA 사용자 인터페이스 저작 도구 프로토타입 개발

본 논문에서는 DAT4UX 시스템에 감정 적응 기

능을 확장하여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적응 뷰 

편집 기능을 개발하였다. 편집기에서 확장된 주요 기

능으로는 뷰 별로 감정 적응을 표현하기 위한 색 필

터 변경, 애니메이션 세팅 변경, 그리고 이벤트 트리

거 액션의 설정 등이 가능하게 한 점이다. (Fig. 5

참조) 또한 미리 감정 적응 정책이 설정되고 난 후 

탐색창에서 뷰를 선택하면 적응 상태 별로 뷰 세팅을 

설정할 수 있다. 적응 상태(Preview Pane의 하단에 

표시됨)가 적용되고 각 적응 상태에 대응하는 대응

하는 뷰의 버전을 생성할 수 있다. 설정에 따라 해당 

뷰는 미리보기 창에서 보여진다.

Fig. 6은 감정 적응을 위한 개별 뷰의 속성 설정창

(EA Editing Pane)을 더 자세히 보여준다. 칼라 필터

를 설정할 수 있고 객체 별로 빈도, 속도, 색깔, 숨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감정 에 반응하는 뷰의 

변형을 지정하게 위해 Fig. 6의 예에서는 반짝이는 

아이템의 빈도와 새의 날아가는 속도와 색깔 필터 

등을 설정하고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객체를 대체하

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객체 또는 버튼의 이벤트 

트리거 설정을 통해 화면 로딩 단계에 핸들러를 실행

할지 또는 사용자 액션에 따라 실행할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택된 뷰에 저작도구에서 제공

하는 효과와 설정을 통해 적응 뷰를 생성한다.

4.4 어플리케이션 사례 개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EA 인터페이스 개발 프레

임워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개발하였다.

이 앱은 학습관리시스템의 온라인 강의실을 구현한 

것으로 초기화면과 과목 목록 보기와 공지사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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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napshot of the view attribute setting dialog.

(a) (b) (c)

Fig. 7. Sample EA versions for the opening view of virtual 

lecture room application. The left view is a self- 

diagnosis dialog, and the center one shows the 

variation for representing happiness for a given 

default view (the rightmost one). From left to 

right, (a) self-diagnosis diagram, (b) (++, +0) 

state ER view, (c) default view screen capture.

그리고 환경설정 뷰를 가진다. 초기 화면의 경우 반

영 정책에 따라 감정 상태 별로 다른 뷰를 가지는데,

앱을 처음 실행시키면 Fig. 7(a)와 같은 자가진단 창

이 나오고 사용자 감정 상태를 입력하면 대응하는 

초기화면의 적응 뷰가 보여지게 된다. 설정된 적응 

뷰가 없는 상태는 디폴트 뷰가 나타난다. Fig. 7의 

예에서는 설정된 상태가 Happy 상태(++,+0)이므로 

디폴트 뷰에 비해 밝은 화면과 꾸밈 객체의 수 증가

를 통해 감정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예제는 제안된 감정 적응 저작도구 모델에서 

화면 구성의 시각적 효과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반짝임이나 떨어지는 

잎과 같은 편집기의 시각적 효과가 의도한 감정 적응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

이다. 설득력 있는 감정 적응 인터페이스를 얻기 위

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작업과 오랜 노력이 요

구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감정 적응 

뷰 편집을 위한 저작도구 기능을 활용한다면 개발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효과적인 적응 뷰 설계와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감정 적응형 인터페이스 설계 프레임워크를 개발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감정 적응 모델을 제안하고 

저작도구를 활용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먼저 설계의 기반이 되는 감정 적응 모델은 감정 

적응 정책의 개념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에서 다르

게 반응하는 적응 상태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감정 상태 별로 다른 적응 뷰 버전을 매핑하

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저작

도구를 활용하는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다. 감정 적응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감정 상태에 반응할 수 

있는 뷰의 여러 개 버전을 생성하고 이를 동적으로 

사용자 상태에 매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개발

과 비교하여 감정 적응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개발 부담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과 적응 모델을 제공하

고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적응 뷰 버전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안된 접근방법을 기개발된 

저작도구 DAT4UX 시스템에 확장하여 저작도구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구현된 편집기는 디자이

너들이 EA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색깔 필터, 애니메이션 설정 

등 시각적 효과의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

된 방법에 따라 감정 자가진단 기능을 포함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감정 적응형 인터페이스의 사례를 제

시하였다.

제안된 정책과 적응 모델은 감정 적응 인터페이스

의 개발을 위한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인터페이스 사례 개발을 통해 제안된 개발 방법과 

저작도구 편집기가 감성적인 모바일 앱의 개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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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노력과 복잡도를 상당 부분 낮추어 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저작도구의 실행 환경 부분의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제안된 개발 접근 방법

과 저작도구 프로토타입은 감성 적응 모바일 앱 개발

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우선 실행 환경의 개발을 

완료하여 저작 결과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통합

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하여 감정 적응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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